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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기업, 정부 간의 인식 차이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소비자가
사회적 기대에 적절히 반응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소
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정도는 소비자 자신과 이해관계자가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욱 바람직한 사회적 책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파악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실질적인 행위자인 소
비자와 주요 이해관계자인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상호지향성 즉, 인식과
인식추정의 일치성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통해 현재 소
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평가하는 한편, 향후 소비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인식 차이를 줄이고 긍정적인 인식이 제고될 수 있게 하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의 인
식 수준은 소비자, 기업, 정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 간의 상호지향
상태를 살펴보면, 소비자는 이해관계자인 기업과 정부의 인식을 정확히 이
해하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두 집단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업은 소비자의 인식은 정확
히 이해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인식은 오해하고 있었으며, 정부는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집단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 또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의
항목별 인식 차이를 알아본 결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중요도 및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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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교육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정부, 소비자, 기업의 순으로 나타나 세 집단
모두 높은 수준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효과적인 소비자교육 시행을 위한 각 주체들의 이상적인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을 가장 크게 인식
하고 있었으며,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 또한 높은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소비자를 위한’ 즉, ‘소비자 지향적인 방향’으로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지원
을 위해 정부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세 집단 모두 전반적으로
낮은 인식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정책 및 역할수행에 대한 구체
적인 가이드라인, 사회구성원 전반이 합의할 수 있는 평가척도가 마련이 되
어야 한다. 또한 정책이 유연하고 협력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 간 논의와 합의를 통한 절적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개적인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상호교
류 및 피드백이 요구된다.
셋째, 조직화 되어 있지 않은 절대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이고 효과
적으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알리고, 활동을 촉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체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넷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를 위해 ‘누가, 어떻게’ 소비자교육을
전개해야 하는가에 대해 체계적 논의와 시행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소비자교육 시행주체에 따른 소비자교육 내용의 영역별 전문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소비자와 기업, 정부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이 각 주
체별 독립된 활동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나아가 전 세계 지
구촌, 우리 세대의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써 융합되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소비자, 사회적 책임, 이해관계자, 상호지향성, 활성화 방안, 소비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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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우리는 다양한 집단과 이해관계를 맺으며,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사회로부터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아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전 인류의 궁극적인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해 사회적 협
력자로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상호 기대와 요구를 수용하고, 조절 및 부
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소비자’라는 신분을 출생과 동시에 사
회로부터 부여받아 매일같이 소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에 대한 이해의 시각은 정부와 기업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중요하다. 이는
정부가 소비자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업이 경영정책이
나 마케팅전략의 방향을 결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소비자가 선택과 소비
생활을 실천하는 출발점이 된다. 또한 더 나아가 소비자사회가 소비자의 역
할을 인식하고,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배분하는 기준점이기도 하다.
과거 산업정책이 국가 경제발전의 근간을 형성하던 시대, 소비자는 경제
성장과정에서 소외되고 기업에 비하여 조직력, 정보력, 기술력, 자본력 등에
서 현저한 열세에 있었으며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는 소비자를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
고,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2006 전면
개정) 등의 제도적인 지원을 하였다. 이후, 우리 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등을
경험하며 소비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변화와 함
께 소비자 의식이 바뀌게 되면서, 소비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본 과거
소비자정책의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었고, 2006년 소비자기본법 개
정을 계기로 소비자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시장경제사회의 독립된
소비주체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소비자 주권시대’가 열렸다.
소비자 주권시대의 개막은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주체로서 소비자 자신의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선택 역할만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선택이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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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사회에 지역적으로 그리고/혹은 전 지구촌 사회적으로 정치, 사회, 경
제, 문화, 자연생태 등에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는가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
발하는 책임 있는 사회적 행동을 요청하고 있다(심영, 2009).
또한 최근 기업들이 자사 이미지 관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표면화 되지 않았던 소비자의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동이 이제는 도를 넘
어섰다는 인식하에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소비가 강조되는 현대 소비
사회에서 소비자는 ‘고객만족 더 나아가 고객감동, 고객행복이야말로 기업의
진정한 존재가치’라고 말하는 기업으로부터 ‘고객이 왕’이라는 고객지향성
마케팅의 대상이 되어왔다. 기업은 소비자주의를 표방하며 기업경영을 전개
해 나가기 이르렀고, 소비자는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왕인 듯 군림
하며 기업의 활동과 시장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왔다. 그러나 그간 기
업이 만들어 주고 사회가 용인하며 악용되어오던 ‘소비자가 왕’이라는 인식은
결국, 소비자 의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그들이 속한 사
회환경으로부터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게 되었다.
지금까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소비자보다 기업의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도 기업과 더
불어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단위로서, 각자의 위치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동등한 의무가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
적 책임의 주체가 ‘기업’이라는 기존의 시각에서 나아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또한 분명 존재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더 이상 보호의 대
상이 아닌 시장경제 및 사회환경 발전의 주체로서 주권의식을 가지고, 능동
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올바른 소비행동뿐만 아니
라 사회에 대한 발전적, 비판적 의식과 행동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학계 및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김혜연·김시월, 2014).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초기 연구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로
인지된 소비자의 위치로 인해 단지 소비자 권리에 대응하는 소비자 책임(이
기춘·나종연, 2006; 채정숙·유두련·김정희, 2004; Consumer International,
2001), 상거래 접점에서 윤리적 소비자로서의 소비자 책임(신상헌, 2000; 신
초영, 2004), 특히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 생태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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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측면에서 당위적으로만 결론짓는 경향(백경미, 1996)을 보였으나, 이후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정립을 시도한 심영(2009)의 연
구를 비롯하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계하여 요
구도를 알아본 서정희·전향란(2011)의 연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한 김성천
(2012)의 연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의식 및 행동을 알아본 김혜연·김시월
(2014)의 연구 등이 이루어지면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당위성과 중요성
을 강조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소비자가
사회적 기대에 적절히 반응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소
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정도는 소비자 자신과 이해관계자가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욱 바람직한 사회적 책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파악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 박상준·변지연(2012)의 연구는 기업과 소비자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간의 상호작용이 기업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도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학 관점에서 소비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작용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며,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등 이해
관계자와의 상호작용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
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의 주체인 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함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인식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현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다면평가가 필요하다. 더불어
소비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인식 차
이의 정도를 줄이고,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호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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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목적
소비자는 기업, 정부와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경제주체의 하나이며,
속해있는 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기업과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관계 속
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들이 속
한 사회와 국가 나아가 지구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결고리 속에서 각자의 역할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
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은
상호 기대되는 역할을 요청하고, 행동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내며, 상호 평가
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고자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 시키고, 확장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haffee & Mcleod(1968)에 의해 고안된 상호지향
성 모델(Co-orientation Model)을 적용하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래 상호지향
성 모델은 두 집단 간의 인지적 균형과 합의의 상태를 측정하고 설명하는데
유용한 분석방법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상호지향
성 모델을 한 차원 더 확장시켜 세 집단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실질적인 행위자인 소비자와
주요 이해관계자인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상호지향성 즉, 인식과 인식추
정의 일치성을 밝혀내는데 목적이 있다. 구제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 및 유형
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영역을 도출
한다.
둘째, 상호지향성 모델의 확장 적용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객
관적 일치도, 주관적 일치도, 정확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소비자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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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미공유 일치와 불일치, 상호지향의 정도 및
상태를 파악한다.
셋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의
인식을 알아보고, 세 집단의 상호인식의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한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지향성을 분석함으로써 소비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인
식 차이를 확인하는 한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총체적
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있어 상대방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 상호 조화된 합의점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정책적
법·제도가 뒷받침하는 환경 속에서 보다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를 창출해 내
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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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1.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개념 및 특성
1.1.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개념
사회적 책임은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가 수행해야 할 책임을 말한다. 사
회를 구성하는 주체에는 국가와 지역사회, 영리 및 비영리 법인, 조직과 개
인이 있으며(박동준·이제경, 2013), 소비자 또한 이에 포함된다 할 수 있다.
심영(2009, p. 84)은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개개 사회구성원들의 행위 혹은
행위선택이 그가 속한 사회의 공동생활을 위한 제도, 이념, 환경과 관련하여
자기 자신, 다른 사회구성원 혹은 사회에게 야기된 혹은 야기될 책임이 문
제가 되는 혹은 되어 질 사태/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2010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조직
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적 표준인 ‘ISO26000’을 발표하고, 이를 조
직의 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직이 지는 책임이
라고 설명하였다(노한균, 2011). ISO26000은 사회적 책임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나 NGO 등 모든 형태의 조직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CSR’에서 ‘C’를 뺀 사회적 책임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후 사
회적 책임 연구에 있어 다양한 주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의 주체를 소비자로 보
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Consumers' Social Responsibility)
이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써 <표 2-1>의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관련용어의
개념과 같이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많은
용어들이 문헌에 자주 등장하며 개념 및 체계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
되고 있다(김혜연·김시월, 2014).
1990년대까지의 연구에서는 ‘사회의식적 소비자(Socially Conscious
Consumer: SCC)’, ‘사회책임적 소비자(Socially Responsibility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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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 ‘환경의식적 소비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오늘날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개념적 범위의 일부를 주로 논의하였다. Berkowits와 Daniels(1964),
Berkowits와 Lutterman(1968)은 심리학에서 이용되는 사회적 책임 척도
(Socially Responsibility Scale: SRS)를 사용하여 사회의식적 소비자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Anderson & Cunningham, 1972;
Anderson, Henion & Cox, 1974; Webster, 1975 등) 이들이 개발한 SRS를
연구에 사용해 왔다. Anderson과 Cunningham(1972)은 사회적, 환경적 복지
를 증진시키는 다른 집합적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를 위해
시장을 구성하는 소비자를 사회적으로 의식 있는 소비자로 명명하였으며,
Webster(1975)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자신들의 소비의 공적 중
요성을 고려하는 소비자로 정의하였다. Fisk(1973)는 책임 있는 소비
(Responsible Consumption)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인간에 대한 존
중으로 자원의 이성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을 언급하였다. Antil과
Bennett(1984)는 사회책임적 소비(Socially Responsible Consumption)의 개
념을 사용하여 사적 소비에서 초래할 수 있는 공적인 결과에 염두를 두고
환경문제를 의식하는 소비자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Kinnear와 Taylor,
Ahmed(1974)는 환경의식적인 소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특정제품이나 용
역을 구매·소유·사용·처분 할 때 환경에 미치는 결과에 대하여 의식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심을 자신의 가치, 태도, 의도 및 행동에 반영시키는 소비자
라고 설명하였다. 국내에서도 노채영·신효식(1991), 김규동(1994), 유두련
(2012), 유두련·심미령(1998), 박운아·이기춘(1995) 등의 연구에서 사회의식적
소비자, 사회책임적 소비자, 환경의식적 소비자 등의 개념을 반영한 연구들
이 있었으나 자원과 환경문제에 국한하여 바라보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2000년대 이후, 급변하는 경제, 사회, 문화 및 자연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역할과 영향력은 확대되었고 이에 2001년 국제소비자기구(CI; Consumer
International)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으로 다음의 5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째,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비판적 시각과 문제를 의식할 책임, 둘째, 공정
한 거래행동, 셋째, 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보존할 책임, 넷째, 소비자이익을
위해 조직을 형성하고 행동할 책임, 다섯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할 책
임 등이다(Devinney, Auger, Eckhardt & Birtchenll, 2006). 심영(2009)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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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연구방법을 통해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정립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개 사회구성원들의 행위 혹은 선택행위가
그가 속한 사회의 공동생활을 위한 제도, 이념, 환경과 관련하여 자기 자신,
다른 사회구성원, 사회에게 야기되거나 야기될 책임이 문제가 되는 사태/상
황을 해결하는 것으로 개인적/사적 차원을 넘어 집단적/공적 차원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서정희·전향란
(2011)은 소비자가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사결정 및 행동이
며,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각종 사회제도 및 환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
제적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또한 김성천(2012)은
ISO26000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의를 차용하여 소비자
의 선택과 소비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투명하고 윤리적
인 행동을 통해 소비자가 지는 책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한 개념적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개념화하면,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소비활
동은 물론 법령 및 윤리 준수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해관계자(또 다른 소
비자, 기업, 정부 등) 즉, 사회구성원들과의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사
회와 환경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소비시민으로서의 책임 있
는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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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관련용어의 개념정리
용어
사회
의식적
소비자
사회
책임적
소비자
환경
의식적
소비자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연구자
Anderson &
Cunningham
(1972)

개념
사회적, 환경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다른 집합적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를 위해 시장을 구성하는
소비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자신들의 소비의 공적
Webster(1975)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하는 소비자
적인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자원을 이성적이고
Fisk(1973) 전효체과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
Antil &
사적 소비에서 초래할 수 있는 공적인 결과에 염두를
Bennett(1984) 두고 환경문제를 의식하는 소비자
품이나 용역을 구매·소유·사용·처분 할 때 환경에
Kinnear et al. 특정제
미치는 결과에 대하여 의식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심을
(1974)
자신의 가치, 태도, 의도 및 행동에 반영시키는 소비자
개개 사회구성원들의 행위 혹은 선택행위가 그가 속한
사회의 공동생활을 위한 제도, 이념,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 다른 사회구성원, 사회에게 야기되거나 야기
심영(2009) 자기
될 책임이 문제가 되는 사태, 상황을 해결하는 것으로
개인화를 넘어 집단적, 공적 차원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행위
소비자가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사결정
서정희·전향란 및 행동이며,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각종 사회제도 및
(2011)
환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행위
소비자의 선택과 소비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김성천(2012) 에 대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소비자가 지는
책임

1.2.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특성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은 기존에 논의되어진 ‘사회적 책임’ 개념이 담고
있는 본질적 특성에 근거하여, 소비사회환경의 소비자를 주체로 하여 그 특
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특성으로는 자발성, 보편성,
상호관계성 및 공존성,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 등이 있다.
첫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특징은 자발성이다. 반드시 이행하
여야 한다는 강제성을 띠지 않고, 소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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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는 소비자 스스로가 선택 시 사회적, 환경적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소비자의 선택과 소비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인식하고 역할을 하려는(김성천, 2012) 자율적이며, 의지적인 자
기결정적 성격(심영, 2009)에 기초한다.
둘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은 보편적 특성을 띤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ISO26000은 기업 중심의 CSR 개념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격이라는 특성을 갖는다(노한균,
2011). 이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도 모든 인간은 소비자이며,
소비자는 곧 생활자라는 측면에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소비자 개인의 효용을 넘어 보다 넓은 활동영역을 사회에 대한 소비자의 책
임 영역으로 간주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두가 주어
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은 상호관계성 및 공존성을 가진다. 이는 사회
적 책임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며 함께 존재하는
공동체가 제기하는 요청에 대한 책임이라는 변순용(2002)의 사회적 책임 규
정에 근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은 소비사회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역할 행동에 대한 상호작용으로 사회체계가
이루어지고, 공존하는 과정에서 유지된다. 즉, 소비자의 이해관계자인 다른
소비자, 기업, 정부, 소비자단체, 지역사회, 환경 등(김성천, 2012)과의 상호작
용과 공존을 통해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은 실천되고 활성화 될 수 있다.
넷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은 지속가능발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목표에
관한 것으로 사회 전체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목표는 지속가능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어야
한다(김성천, 2012).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이 갖는 자발성, 보편성, 상호관계성
및 공존성,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제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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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유형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상과 범위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바
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구분될 수 있다. 이는 사회가 소비자에게 기대하
는 수준과 소비자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내용
도 특정시기 사회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사회의 관심사가 변화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기대 또한 이러한 관심사를 반영하며 함께 변화한다(김성천,
2012).

2.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형에 따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형을 Carroll(1979)은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
적 책임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
로, 소비자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법을 준수하고, 윤리적이며, 선량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김성천, 2012의 내용에 기초하여 정리).
소비자의 경제적 책임은 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제품과 용역을 선택하
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가 소비의
주체로서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소비자의 법적 책임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선
택과 소비활동을 해야 할 책임을 말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주요 내용은 법치존중과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의 윤리적 책임은 법률 준수를 넘어 도덕과 사회적 통념에 기반을
둔 행동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률 준수 이상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타인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는 것이 포함된다.
소비자의 자선적 책임은 소비자가 선량한 시민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
에 부응하는 것으로 다른 소비자, 지역사회에 대해 자발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자선적 책임이 있음을 말한다. 예를 들면 다른 소비자나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 자원봉사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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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비자의 사회적 역할에 따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소비자의 사회적 역할을 심영(2009)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시민적 및 생
태환경적 측면을 포함하며, 소비자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 의사결정 및
행위로 인한 영향 범위를 기준으로, 크게 소비자 자신에 대한 개인적/사적
수준과 자신을 넘어서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집단적/공적 수준으로 구분하
였다.
경제적 역할은 소비자의 소비경제적 의사결정 및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소비자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한 경제적 효용극대화 및 나아가 사회구
성원 간의 상호이익을 중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영향 범위에 따라
개인적/사적 수준의 효율적 소비자와 집단적/공적 수준의 호혜적 소비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도구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역할은 소비자 스스로의 조화롭고 균형적인 소비에서 나아가
자신의 소비행위가 사회 전체의 소비문화에 미칠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려한
건전하고 바람직한 소비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예로는 자신의 필요에
의한 필요적 소비, 자신의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분수적 소비, 상품의 상
징적 가치가 아닌 상품의 사용적 가치에 의한 소비 등이 속하며, 영향 범위
에 따라 개인적/사적 수준의 균형적 소비자와 집단적/공적 수준의 건전한
소비자로 구분할 수 있다.
시민적 역할은 사회공동체에서 법적, 정치적으로 주어진 소비자로서의 권
리와 책임을 주장하고 행사하는 것에서 나아가 소비자의 권리주장과 책임수
행이 가능하도록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향 범위에 따라 개인적/사
적 수준의 깨어있는 소비자와 집단적/공적 수준의 정의적 소비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정치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생태환경적 역할은 환경의식적, 환경친화적 생활양식과 소비선택 및 나아
가 지속적이고 다양하며 균형적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에 대한 예로는 적정수준에서의 상품 구매 및 사용, 환경친화적 상품 구매
및 사용, 에너지 절약 등이 속하며, 영향 범위에 따라 개인적/사적 수준의
환경적 소비자와 집단적/공적 수준의 생태적 소비자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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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제표준 ISO26000 관점에 따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김혜연·김시월(2014)은 ISO26000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의
식 및 행동을 측정한 연구에서, 국제표준화기구 내의 소비자정책위원회(ISO
COPOLCO)가 국제표준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관점에서 표준을 재조명하는 ISO26000 제정 추진에 적극적이
었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연구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고 하였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NGO 모든 형태의 조직에게 적용
될 수 있는 국제적 표준이 소비자관점에서 마련된 것은 소비자가 사회적 책
임의 수(受)혜자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수(授)혜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모두는 곧 소비자이기도 하며,
소비자 역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거대
조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천(2012)의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
할에 관한 연구에도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정의하는데 있어 ISO26000의
개념을 차용한 것은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ISO26000에서 제시한 7개의 핵심 주제 중 ‘소비자이슈’에 해당하는 기대사
항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표 2-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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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ISO26000에 근거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의 재해석
ISO26000 소비자이슈
(사회적 책임의 객체로서 소비자)
공정마케팅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소비자 보건과 안전보호
소비자가 피해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잠재적 위험을 예견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
지속가능소비
지속가능발전과 일치하는 속도로 제품 및
자원을 소비하는 것
소비자 서비스, 지원, 불만해결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제공 받은
후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것
소비자 데이터 보호
소비자의 정보수집과 내용, 활용을 제한
하여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것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소비자의 필수 공공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충족 시켜주는 것
교육과 인식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권리/책임의식 형성
등으로 올바른 소비를 유도하는 것

⇨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재해석
(사회적 책임의 주체로서 소비자)
공정거래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방법에 의해 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것
소비자 보건과 안전
보건과 안전을 고려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
지속가능소비
다음 세대를 생각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아껴 쓰는 소비생활을 하는 것
소비자문제 해결
소비자문제에 사전 주의하고, 문제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소비자 개인정보 관리
소비자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것
소비자 사회공헌활동
소비자는 다른 소비자를 위해 나눔과 봉사,
기부 등 공공에 기여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
소비자 교육
소비자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바람직한
의식형성 및 행동을 실천하는 것

출처: 김혜연, 김시월. 2014.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의식 및 행동”. 『소비문화연구』. 17(1).
pp. 1-24. 내용에 근거하여 재구성.

2.4. 이해관계자 관점에 따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일찍이 관련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비록 사회
적 책임에 대한 수행 주체는 다르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속한 사회
로부터 책임을 부여 받는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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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민(2010)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그 대상을 ‘사회’로 보고 있어 매우
포괄적이고, 그 대상이 모호하며,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실천방안
을 제시해주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효율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가치
를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권순원·박래수·이호선(2009), 김길자·김오
우(2012), 박병일·Adam(2013), 신동재(2013)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효과
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에서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 있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선행연구(김성천, 2012; 김혜연·김시월 2014;
심영, 2009)에서도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핵심내용 및 제언에서 이해관계자
를 다음과 같이 중요하게 고려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다른 소비자(동시대 소비자, 차세대 소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다.
둘째,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할 책임이다.
셋째, 정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시책에 참여·협조·협력할 책임이다.
넷째, 소비자단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해야 할 책
임이다.
다섯째,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은 빈곤을 퇴치해야 할 책임이다.
여섯째, 환경에 대한 책임은 환경친화적 소비생활 즉, 지속가능한 소비생
활을 해야 할 책임이다.

3.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선행연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관련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표 2-3>과 같
다. 나종연(2003)은 다원주의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의 개념, 그 범위 및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할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연구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
급하였다. 소비윤리 연구에서 송인숙(2005)은 소비자 권리에 대응하는 소비
자 책임을 상거래 차원에 속하는 저차원의 소비윤리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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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인식을 고차원의 소비윤리로 구분함으로써 소비자의 책임과 소비자의 사
회적 책임의 개념적 차이를 제시하였다. 권정호(2007)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이 소비자윤리의 구성요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정은·이기춘(2008)은 사회책임적 소비자, 윤리적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영역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소비자의 공적 역할을 탐색하고자, 척도개발을
통해 ‘소비자시민성’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였다. 심영(2009)은 통합적인 이론
적 고찰을 통해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영역을 경제적 역할, 사회문화적 역
할, 시민적 역할, 생태적 역할 등으로 나누어 각각을 미시적/거시적 관점에
서 설명하였으며, 김성천(2012)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소
비자정책을 제안하였다.
한편 Devinney 외(2006)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실천을 제언한 연구에
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질적연구를 통해 밝혔으며, 국내연구에서도 서정희·전향란(2011)은
대학생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측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를 살펴본 연구에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인식 수
준이 높을수록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하였다. 박상준·변지연(2012)은 소비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경제
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책임으로 분류하는 한편, 소비자와 기업의 사회
적 책임 활동 간 상호작용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효과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략을 수립하는데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김혜연·김시월(2014)은 보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수준과 행동수준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
다. 그 결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의식과 행동 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파악
하고, 의식의 향상과 실천적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자신은 물론
이해관계자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소비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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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간 연구흐름을 살펴보면 윤리, 환경 등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
해 제한된 범위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사회적 책임의 주체자로서 소비
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역할이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자체만의 개념정립과 중요성에 대한 연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과 연계한 연구,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연구 등 연구
의 폭이 보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관련 국내 선행연구
연구자
나종연(2003)

송인숙(2005)
권정호(2007)

연구내용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처음으로 지적.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소비윤리의 하위차원으로 보고, 소비
자 권리에 대응하는 소비자 책임을 저차원의 소비윤리로, 소비
자의 사회적 책임을 고차원의 소비윤리로 구분함.
소비자윤리의 구성요소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보고,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을 제시함.

김정은·이기춘 소비자시민성이라는 개념 안에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2008)
바라보고, 소비자시민성 개념정립을 위한 척도를 개발함.

심영(2009)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장 총체적으로 접근한 연구로
체계적인 개념정립 및 개념적 범위와 영역을 구분함.

서정희·전향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인식이 높을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2011)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밝힘.

박상준·변지연
(2012)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전략을 수립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함.

김성천(2012)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국내외 동향
파악을 통해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 제안.

김혜연·김시월 대학생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의식과 행동 정도를 파악하고,
(2014)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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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해관계자
1. 소비자의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는 흔히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혹은 받을 수도 있는 주변의 그룹이나 개인”(Freeman, 1984, p. 54) 또는
“기업의 영업행위에 압력이나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일련의 그룹”(Evan &
Freeman, 1988, p. 97) 으로 정의되곤 한다. 이해관계자이론은 기업의 안정
성이나 생존은 이들 이해관계자들의 부, 가치, 만족 등을 얼마나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강조한다(Maon,
Lindgreen & Swaen, 2009). 즉, 이를 달리 표현하여 요약하면, 기업은 다양
한 독립체들의 영향을 받으며 이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하고, 그 과정에
서 기업운영의 전략적 방향이 결정된다(박병일·Adam, 2013)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한 이해관계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해관계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구성원 중 누구를 이해
관계자로 보아야 하며, 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마다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존재한다.
Carroll(1989)은 조직의 경계를 중심으로 내부 이해관계자와 외부 이해관
계자를 구분하였다. 내부 이해관계자로는 조직이나 기업의 경영진, 종업원
등을 말하며 외부 이해관계자로는 고객, 협력업체, 정부, 지역단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조직의 활동과 의사결정, 정책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에 따라 1차적 이해관계자와 2차적 이해관계자로 나누었다. 1차적 이해관계
자는 주주 혹은 투자자, 종업원, 고객, 공급자 그리고 정부와 지방단체를 들
수 있으며, 2차적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생존에 직접적인 관계
에 있지는 않지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언론이나 특별한 이해집단이라 정
의하였다.
Meffert와 Kirchgeorg(1998)는 기업의 생태환경과 시장과의 관련성을 고
려하여 이해관계자를 분류하였다. 우선 기업 생태환경은 내부 이해관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로 구분된다. 내부 이해관계자는 조직의 단위, 자기자본 참
여 유형, 조직구성원의 직무/직급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외부 이해관계자
- 18 -

는 시장과의 연관성에 따라 고객, 직/간접 공급자, 경쟁업자, 타인자본 제공
자, 협력업체 등을 시장과 관련성이 있는 이해관계자로, 사회단체, 미래세대,
국가를 시장과의 연관성이 없는 이해관계자로 보았다.
Dowling(2001)은 이해관계자를 기능에 따라서 세분화된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규범 집단은 기업의 활동에 대한 일반적 규칙 및 규제
를 제공하는 집단으로서, 정부기관,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신용등급기관, 전
문가집단, 주주, 이사회 등이 있으며, 신용등급기관을 가장 영향력 있는 규
범 집단의 예로 들었다. 둘째, 직무 집단은 일상적으로 기업에 직접적인 영
향을 끼치는 집단으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고객에게 봉사하며, 이해관계
자 그룹 중 가장 눈에 띄는 그룹이다. 종업원, 판매업자, 노동조합, 제조업
자, 서비스 공급자가 직무 그룹에 포함되며, 가장 중요한 집단은 종업원이
다. 셋째, 확산 집단은 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특정 유형의 이해관계자로서,
이들이 주목하는 이슈들은 집단별로 다양하다. 예를 들어 저널리스트, 지역
사회, 특정 이익집단이 있으며, 이들 집단 중 가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미
디어와 언론이다. 마지막으로, 고객 집단은 이해관계자 중 가장 중요하다.
고객은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통해 기업에 대한 자신들의 이익과 문제 해결
이 차별화되기를 원할 것이다(심인, 2012).
이외에도 최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분류된 이
해관계자 유형도 있다. 노한균(2011)은 ISO26000이 영향을 일으킨 인과책임
을 넘어선, 기대역할 수행이라는 역할책임까지 보게 되면, 조직의 사회책임
형성에 있어 상대방이 되는 이해관계자도 역할책임 개념까지 포괄할 수 있
도록 정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이해관계자 여부
를 구분하던, 조직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와 더불어 조직에 대한 기
대역할 형성에 참여하는지 여부까지 포함한 네 가지 유형으로 이해관계자를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조직으로부터 실제 영향을 받고, 조직이 그 영
향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활동 이해관계자(Active
Stakeholder)이다. 두 번째 유형은 조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나, 조직에게
어떤 주장도 제기하지 않고 있는 휴면 이해관계자(Dormant Stakeholder)이
다. 세 번째 유형은 자신은 조직으로부터 실제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
신이 관찰한 조직의 어떤 영향에 대해 조직이 특정 행동을 취해줄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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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주장 이해관계자(Claimant Stakeholder)이다. 네 번째 유형은 조직으
로부터 영향을 받지도 않고, 조직에 어떤 주장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잠재
이해관계자(Latent Stakeholder)이다.
이와 같이 이해관계자를 유형화하는 것은 기업 즉, 대상의 주체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가지는 ‘이해’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며, 나아가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는 대상의 주체와 이해관계자 간의 기대역할과 반응행동에 대
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근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다수의 연구(김동주, 2009; 김성진,
2010; 정상민, 2012; 황인표, 2006)에서는 이해관계자를 하나의 주요 변수로
파악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목적이 주주의 이해만이 아닌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조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논의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이처럼 이해관계자라는 용어는 기업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던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호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논의에 앞서, 소비자의 이해
관계자를 명확히 밝히고, 그들의 역할과 기능을 알아봄으로써 소비자의 사
회적 책임에서 ‘사회’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
움을 얻고자 한다.
소비자의 이해관계자를 기업의 이해관계자 개념에서 차용하여 정리하면,
‘소비자의 바람직하고 유익한 소비생활을 도모하여 시장,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기대와 요구에 부응 및 상생해 나가는 소비자를 둘러싸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심영(2009)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객체를
소비자 자신, 다른 소비자, 지역/지구촌 사회, 자연생태계를 포함하는 이해관
계자라고 설명하였으며, 김성천(2012)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내용은 이
해당사자 즉, 다른 소비자(동시대 소비자, 차세대 소비자), 기업, 정부(중앙정
부, 지방정부), 소비자단체, 지역사회, 환경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 20 -

소비자의 이해관계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Carroll(1989)이 조직의 활동과 의사결정, 정책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분류한 것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소비생활과 의사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그림 2-1]과 같이 1차적 이해관계자와 2
차적 이해관계자로 분류해 보았다.

1.1. 1차적 이해관계자
1차적 이해관계자는 소비생활에서 소비자와 직접적, 긴밀한 영향을 주고
받는 집단으로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시장경제의 3주체에 해당하며, 경영학
적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이해관계 범주에 속하는 소비자(다른 소비자), 기업
(사업자)과 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를 말한다.

1.1.1. 소비자(≒다른 소비자)
소비자는 시장경제 주체 중 하나이면서, 기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
다. 소비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 사용하는 자로서 소
비자기본법에 의거하여 권리를 인정받고, 제도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모든 사람이 소비자인 점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질적으로 다양한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특성을 일괄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다(허경옥, 2010). 또한 소비자들은 조직화, 집단화 되어있지 않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소비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다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며 사회, 경제, 문화 등에서 함께 영향을 주
고받는 또 다른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1.1.2. 기업(=사업자)
기업은 소비자와 함께 시장경제 주체이면서, 기업경영에 있어 소비자는
그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기도 하다. 기업은 물품과 용역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소비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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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기업으로부터 물품과 용역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노동력을 제공
함으로써 가계의 수입을 제공받기도 하고, 기업의 활동을 평가감시 하기도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혜택을 받기도 하는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균형을
맞춘 소비자의 사회적 역할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1.1.3. 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정부는 소비자, 기업과 함께 시장경제의 주체로서 시장의 보호자 혹은
감시자 역할을 한다. 정책을 포함한 행정을 통해 시장에서 기업 간 공정하
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한편, 소비자와 기업 간 균형을 위해 시장기
능을 보완한다.
정부의 소비자행정에는 첫째, 소비자의 능력향상 및 소비자단체 활동 활
성화를 위한 지원행정이 있다. 둘째, 기업의 부당한 거래행위나 소비자의 안
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규제행정이 있다. 셋째, 소비자와 기업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양자 간의 협상과 이해를 통해 해결하는 조정행정이
있다(백병성, 2009).
우리나라는 1986년 소비자보호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이 제정
되었으며, 이후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으로 2006년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3장 제1절에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제시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1.2. 2차적 이해관계자
2차적 이해관계자는 소비자의 소비생활 운용에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집단으로, 소비자단체와 지역/지구촌 사회, 자
연 생태계를 말한다.

1.2.1.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들의 집합체로서 소비자의 복지 증진이라는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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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목표 또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하는 집단이다(이종혜·이기
춘, 1998). 소비자단체의 주요 역할로는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캠페인 전개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소비자 지식 및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화
사업, 물가조사 및 시장 감시활동을 통한 시장 안정화 기여, 소비자관련 법
률 및 제도를 만들기 위한 각종 정책연구와 정책제안활동, 글로벌 시장에
대비한 국제협력 등이 있다. 소비자는 소비자단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단합된 소비자의 힘을 형성할 수 있다.

1.2.2. 지역/지구촌 사회
지역/지구촌 사회의 개념은 친밀성, 공통의 이해관계, 지리적 근접성,
우애, 직업, 서비스의 상호부조 또는 이러한 요소들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연결된 사람들 간의 비공시적 관계 또는 연결망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지역/지구촌 사회는 체계적, 상호작용적 그리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인간관계는 공통의 역사, 상호기대, 예
측할 수 있는 역할, 가치, 규범, 지위 차별화의 형태 등에 기반을 두고 있으
며,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류진석, 1997;
Brager, Specht & Torczyner, 1987).
소비자에게 있어 지역/지구촌 사회는 동반성장 및 상생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지역/지구촌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역/지구촌 사회가
가진 공동의 문제 해결 및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1.2.3. 자연 생태계

소비자는 자연환경을 이루는 만물의 일종이라는 즉, 자연 생태계를 구
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반면, 자연 생태계로부터 자원을 제공받아 소비생
활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기도 하다.
소비자는 소비를 통한 행복의 추구가 다음 세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환경에 관심을 갖고 소비생활을 하는 환경친화적 소비자로서, ‘지
속가능한 생명 공동체’를 지향하고 이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생태 소비자(김
태훈, 2011)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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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소비자의 1차적 이해관계자와 2차적 이해관계자

2.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 관련 논의
소비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관계에 기초하여, 사회적 맥락에
의해 역할이 구성되고, 권리와 책임이 부여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
임을 보는 관점 및 이해의 방식 또한 소비자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 즉 이해
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와 이해관계자는 소비생활에 있어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근본은 사회적
책임의 인식은 물론 이해관계자의 식별과 참여이다. 우선 소비자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려면 사회와의 관계,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등을 이해해야 한
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김성천, 2012).
일찍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구에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
은 물론,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상민(2012)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해관계자 경영에 대한 연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
임 대상이 모호하며, 범위도 명확하지 않기에 현실에서 기업이 어떻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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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주고 있지 못
하다는 문제점을 들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며 이해관계
자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김길자·김오우(2012)는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구에서 이해관자들의 다양한 관점과 실질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견해 불일치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풀어나가
야 할 과제이며, 그 근본 원인은 이해관계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의
식결여와 의사소통의 부재 그리고 기업의 의도적이며 임시방편적인 수단
(Window-dressing 또는 Green-washing)1) 등을 동원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신동재(2013)는 카지노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과 이해관계
자 간 상호지향성 분석 연구에서 카지노기업의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
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형성된 여론의 문제원인으로 기업
과 이해관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하여 의미공유라는 커뮤니케이션 효
과의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
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과 이해관계자들 모두에
게 순기능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 기업
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의 일치와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
고 있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소비
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심영(2009)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객체 즉, 인식과 실천의 대상으로 이해관계자(소비자 자신, 다
른 소비자, 사회, 지구촌 사회, 자연생태계)를 들었다. 김성천(2012)은 소비자
의 사회적 책임 촉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하며, 이
를 유도하는 정부의 참여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해관계자
의 참여는 소비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를 전제로 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비자는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요구, 기대에 대한 인식을
1) Green-washing 개념은 1992년 브라질의 리우회의 이후 환경보호론자들이 Green과 Washing을
합성하여 제시한 것으로, 일반대중에게 올바르지 아니한 방법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모습을 연출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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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할 수 있으며, 이로써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역할 활동을 완수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정부의 활동에서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으로 선행되고 있다.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 관련된 주요 이해관
계자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수혜집단과 손실집단으로 나뉘게 된다. 따라
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책과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이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만 집단 간의 상반된 주장
과 갈등들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박우귀(2013)의 방송통신내용
자율구제시스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차이 연구, 임정빈(2012)의 북한이
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및 이해관계자 분석 등을 그 예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의 개념 자체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지
위와 역할에 대해 책임 있는 행위를 다하는 것으로, 사회의 기대와 요구는
사회를 함께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요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
점에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는데 있어 소비자의 이해관계자를 파
악하고, 그들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자한 본 연구의 시도는 나름
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를 세부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이론
중에 하나가 상호지향성 모델 이론이다. 상호지향성 모델 이론은 이해관계
집단 간의 관계성을 잘 설명 주는 핵심적 이론이라 할 수 있다(박우귀,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하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소비자와 소비자의 1차적 이해관계자인 기업 및 정부를 대상으
로 상호인식의 차이 및 의미공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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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상호지향성 모델
1. 상호지향성 모델의 개념
상호지향성 모델(Co-orientation Model)은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 간의
또는 집단 간의 인식을 다차원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
는 유용한 분석도구이다. 상호지향성 모델은 Chaffee와 McLeod(1968)에 의
해 처음 제시된 것으로,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효과 연구가 커뮤니케이션 행
위를 ‘설득’에 관련된 태도변화만 파악하여, ‘이해’와 관련된 효과를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였다(강현두·배규한·권호연·이창현·김동면, 2001;
Chaffee & McLeod, 1973).
이러한 상호지향성 모델은 쌍방향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둔 상호간의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모델로써, Heider(1946)의 균형이
론(Balance Theory), Newcomb(1953)의 대칭이론(Symmetry Theory),
Carter(1965)의 감정적 관계 패러다임 이론(Paradigm of Affective Relations
Theory) 등을 토대로 발전해 왔다(신동재, 2013; McQuail & Windahl, 1993;
Park, 2003; Ten, 1985).
상호지향성 모델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들이 동시에 동일 대상을 지향
해야 하고, 커뮤니케이션 분석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소규모 사회체제여야
한다는 전제를 갖는다. 그리고 특정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자신의 개
인적인 인지나 가치에 기초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지나 가
치(또는 지향)에 대한 우리 자신의 지각이나 의식에도 의존하게 된다는 점
에 기반을 둔다(강현두 외, 2001).
Chaffee와 McLeod(1968)는 상호지향성을 ‘어떤 개념이나 사물 그리고 사
람에 대해서 동시에 지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때 두 사람 간의 이
해는 두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대상에 대해서 공통으로 지향할 때 가장 높아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지향성 모델은 두 집단 간 이해의 정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중요한 분석 틀이 될 수 있다. 결국 상호지향의 정도가 높
을수록 두 집단의 상호이해가 높아지고, 커뮤니케이션 효과도 극대화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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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므로 상호지향의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두 집단 간의 상호이해
와 오해의 정도를 파악해 볼 수 있다(강현두 외, 2001; 서미경, 2014).
상호지향성 모델은 두 집단 간의 이해와 오해의 정도를 보다 명확히 파악
하는 중요한 분석 틀로써,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소비자와 기업, 정
부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상호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정보를 공
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모델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상호지향성의 측정은 커뮤니케이션 참여자 자신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인식의 추정을 구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인식 이외에도 상
대방의 인식을 추정함으로써 서로 간의 이해 또는 오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다각적 상호작용의 측정은 특정 대상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상대방 인식의 추정 값을 비교함으로써 의미공유와 의미공유의 불일
치에 대한 상호지향성을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상호지향성 모델은 객관적 일치도, 주관적 일치도, 정확도를 기본적 변인
으로 집단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파악하게 된다. 이처럼 세 가지 요소를 기
본변인으로 삼는 상호지향성 모델은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태도’의
차원에서 ‘인지’의 차원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한 대상에 대한 두 집단 간
의 인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비교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 간 이해 및
갈등의 정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김봉철·최명일·이진우, 2014).
객관적 일치도(agreement)는 특정 대상(X)에 대한 자신(A)과 상대방(B)의
실제 인식이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주관적 일치도(congruence)는
특정 대상(X)에 대한 자신(A)의 인식과 자신(A)이 추정한 상대방(B)의 인
식, 상대방(B)의 인식과 상대방(B)이 추정한 자신(A)의 인식이 일치하는 정
도를 말한다. 정확도(accuracy)는 특정 대상(X)에 대한 자신(A)의 실제 인식
과 상대방(B)이 추정한 자신(A)의 인식, 상대방(B)의 실제 인식과 자신(A)
이 추정한 상대방(B)의 인식이 일치하는 정도이다. Chaffee와 McLeod는 커
뮤니케이션 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이상적인 기준을 ‘정확도’라 설명하며, 주
어진 커뮤니케이션 체계에서 정확도가 클수록 커뮤니케이션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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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haffee, S. H. & McLeod, J. M. 1973. “Interpersonal Approaches to Communication
Research”.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16(4). p. 484.

[그림 2-2] Chaffee & McLeod(1968)의 상호지향성 모델

상호지향성 모델의 적용은 커뮤니케이션 참여집단 간 단순 개념의 집단
간 인식의 차이만이 아닌, 복합 개념에서 실제 인식과 추정된 인식의 다차
원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대하
여 인식, 지각, 태도, 일치, 지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신동재, 2013).
Popovich(1990)가 시도한 확장된 상호지향성 모델은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넓혀 보다 다각적으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세
집단 간의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집단 간 이해와 오해, 의미공
유 일치와 불일치의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박정연, 2003; 안
성희, 2003). 상호지향성 모델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도 광고 및 마케팅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으나, 소비자학 분야에
서는 이론 소개 및 방법적인 활용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기에 이 같은 연구
의 시도는 의미가 있다.

2. 상호지향 상태 분석유형
상호지향성 모델의 객관적 일치도와 주관적 일치도, 정확도 분석을 종합
함으로써 두 집단 또는 그 이상의 집단 간 상호지향 상태를 파악할 수 있
다. 이후 연구자들은 Chaffee와 McLeod(1968)의 상호지향성 모델에서 나아
가 상호지향 상태를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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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zier와 Ehling(1992)은 <표 2-4>와 같이 집단 간의 상호지향 형태를 합
의, 불일치, 잘못된 합의, 잘못된 갈등 등 네 가지 형태의 기준으로 제시하
였다. ‘합의’는 두 집단의 의견이 실제로 같고, 두 집단이 그 사실을 아는 경
우이다. ‘불일치’는 두 집단의 생각이 실제로 다르고, 두 집단이 그 사실을
아는 경우이다. ‘잘못된 합의’는 두 집단의 생각이 실제로 다른데, 두 집단
모두 같다고 잘못 알거나 어느 한 집단이 같다고 잘못 아는 경우이다. ‘잘못
된 갈등’은 두 집단이 실제로 같으나, 다르다고 아는 경우이다(서미경, 201
4)2). 서미경(2014)은 방송정책에 대한 공공론자와 산업론자의 상호지향성 연
구에서 객관적 일치도와 주관적 일치도를 해석기준으로 보고 네 가지 상호
지향 상태를 적용하였다.
<표 2-4>

Dozier와 Ehling의 상호지향 상태 분류

측정요소

객관적 일치도
구분

주관적
일치도

일치

불일치

일치
합의
(consensus)
잘못된 갈등
(false conflict)

불일치
잘못된 합의
(false consensus)
불일치
(dissensus)

국내연구에서는 강현두 외(2001)가 객관적 일치도와 주관적 일치도를 이
용하여 상호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분류표를 <표 2-5>와 같이 개발하였
다. 이해의 영역과 오해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분류표는 객관적 일치도의
과대/과소평가 정도와 주관적 일치도의 과대/과소평가 추정 정도에 따라 각
각 구분하여 볼 수 있다. A유형은 a집단의 특정 대상에 대한 인식이 b집단
에 비해 객관적 일치도에 높은 점수를 받고, b집단의 인식이 a집단에 비해
주관적 일치도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이다. 이때 A유형은 a집단도 더 높
은 객관적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b집단도 a집단이 과대평가할 것으로 추정
하는 상호 이해의 영역이다. 그리고 D유형은 a집단이 객관적으로 과소평가
2) 서미경(2014)은 Dozier와 Ehling(1992)의 영어식 표현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잘못된 합의
(False consensus)와 잘못된 갈등(False conflict)을 각각 ‘거짓 갈등’과 ‘거짓 합의’로 새롭게 명
명하여 기술함.
- 30 -

하고, b집단도 과소평가할 것으로 추정하는 상호 이해의 영역이다. 반면, B
유형은 a집단은 객관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으나, b집단은 과대평가할 것으
로 추정하고 있는 오해의 영역이며, C유형은 a집단이 객관적으로 과대평가
하고 있으나, b집단은 과소평가하고 있는 오해의 영역이다. 강현두 외(2001)
는 이러한 유형을 바탕으로 상호지향성의 결과를 분석하면 오해와 이해의
부분에 대한 분석을 훨씬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강현두
외, 2001; 장우성, 2007).
<표 2-5> 강현두 외(2001)의 상호이해도 분류
객관적 일치도(a집단의 입장)

측정요소
주관적 일치도
(b집단의 입장)

구분

과대평가

과소평가

과대평가 추정(+)

A(이해의 영역)

B(오해의 영역)

과소평가 추정(-)

C(오해의 영역)

D(이해의 영역)

출처: 강현두 외. 2001. “한일 대학생들의 상대방 문화 및 사회에 대한 상호인식과
『한국방송학보』. 15(1). p. 15.

매체이용”.

장우성(2007)은 강현두 외(2001)의 이해와 오해의 영역을 보다 명료하게
파악하기 위해 네 가지의 상호지향 상태로 <표 2-6>과 같이 분류하였다.
‘긍정적 이해’ 상태는 a집단과 b집단의 실제 인식이 일치하고, a집단의 인식
과 b집단의 추정이 일치하였을 경우이다. 반면, ‘부정적 이해’ 상태는 a집단
과 b집단의 실제 인식이 불일치하고, a집단의 인식과 b집단의 추정이 불일
치하였을 경우이다. 긍정적 일치와 부정적 일치 모두 양자 간의 상호지향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나 전자는 긍정적인 합의이며, 후자는 부정적인 합
의라는 점이 다르다. 이 두 가지 상호지향 상태는 강현두 외(2001)의 ‘이해
의 영역(A, D)’에 해당한다. ‘오해’ 상태는 a집단과 b집단의 실제 인식이 불
일치하고 있음에도 b집단은 a집단의 인식과 일치할 것이라고 추정하였을 경
우이다. 그리고 ‘무지’ 상태는 실제로는 a집단과 b집단의 실제 인식이 일치
하고 있음에도 b집단은 a집단의 인식과 불일치할 것이라고 추정하였을 경우
이다. 이 두 가지 상호지향 상태는 ‘오해의 영역(B, C)’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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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장우성(2007)의 상호지향 상태 분류
측정요소

주관적 일치도(b집단의 인식)

구분
일치 추정(+)
불일치 추정(-)
실제 일치
무지
긍정적 이해
(positive
understanding)
(
+
)
(ignorance)
객관적 일치도
(a집단의 인식) 실제 불일치
오해
부정적 이해
(-)
(misunderstanding) (negative understanding)
출처: 장우성. 2007. 『기업 아이덴티티, 이미지 및 평판 간의 관계에 대한 상호지향적 접근:
지상파 방송기업(KBS, MBC, SBS)의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73.

앞서 살펴본 연구들이 합의 및 이해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면 김학수
(1986)는 Chaffee와 McLeod(1968)가 상정한 세 가지 상호지향성 측정요소 외
에 메타동의(Meta-agreement)3)를 추가 분석하여 [그림 2-3]과 같이 여섯 가
지의 상호지향성 상태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일치된 합의’ 상태는 객관적 일
치도와 주관적 일치도, 정확도, 메타동의 모두 긍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이
는 서로간의 모든 인식이 일치하는 경우로써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 할 수 있다. 반면 ‘불일치된 합의’ 상태는 객관적 일치도와 주관적 일
치도 그리고 메타동의가 부정적이며, 정확도만이 긍정적인 경우이다. 즉, 서로
간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으며 그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이다. 그
리고 ‘다원적 무지’ 상태는 객관적 일치도와 메타동의는 긍정적이나 주관적 일
치도와 정확도는 부정적이다. 다원적 무지는 실제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이 불일치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그
릇된 합의’ 상태는 객관적 일치도와 메타동의 그리고 정확도가 부정적이고 주
관적 일치도만 긍정적인 상태이다. 이 밖에 ‘일방적-일치된 합의’와 ‘일방적-불
일치된 합의’는 서로 인식이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만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Kim, 1986; 장우성, 2007).
3) A와 B의 상호지향성에 있어 ‘A의 인식에 대한 B의 추정’과 ‘B의 인식에 대한 A의 추정’ 간의
일치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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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된 합의(consensus)

불일치된 합의(dissensus)

다원적 무지(ignorance)

그릇된 합의(pseudo-consensus)

일방적-일치된 합의(semi-consensus)

일방적-불일치된 합의(semi-dissensus)

출처: Kim, H. S.. 1986. “Coorientation an Communication.” in Dervin, B. & Voigt, M.
J.(eds.) 『Progress in Communication Sciences』. 7. pp. 44-47. 재구성.

[그림 2-3] 김학수(Kim, 1986)의 상호지향 상태 시스템
신동재(2013)는 집단 간 실제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는 객관적 일치도와
집단 간 추정된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는 메타동의를 기본 틀로 구성한 상호
지향성 형태 분석 기준을 <표 2-7>과 같이 개발하였다. 객관적 일치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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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동의에 대한 일치와 불일치 결과에 기초하여 우선적으로 균형적 일치,
불균형적 일치, 그릇된 일치, 불균형적 불일치 등으로 상호지향 형태를 분류
하고, 다음으로 분류된 유형 하에 주관적 일치도의 일치 및 불일치, 정확도
의 이해와 오해의 상황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상호지향성의 형태를 규명하였
다. ‘균형적 일치’는 객관적 일치도와 메타동의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실
제 인식과 추정된 인식이 상호 간 균형을 이루어 일치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불균형적 일치’는 객관적 일치도는 일치하고, 메타동의는 불일치하는 것
으로 실제 인식만 일치하고 추정된 인식을 불일치하여 상호 간 인식의 불균
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의 일치를 의미한다. ‘그릇된 일치’는 객관적 일치도
가 불일치하고, 메타동의는 일치하는 것으로 실제 인식은 불일치하고 추정
된 인식만 일치하여 상호 간 그릇된 합의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불
균형적 불일치’는 객관적 일치도와 메타동의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실제
인식과 추정된 인식 모두가 불일치하여 상호 간 인식의 불균형이 형성되어
진 상태의 불일치를 의미한다(신동재, 2013).
<표 2-7> 신동재(2013)의 상호지향 형태의 분석 기준
측정요소

메타동의

구분
일치(+)
불일치(-)

일치(+)
균형적 일치
불균형적 일치

객관적 일치도
주관적 일치도
정 확 도

불일치(-)
그릇된 일치
불균형적 불일치

출처: 신동재. 2013. 『카지노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 상호지향성
분석: 내국인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87. 재구성.

본 연구에서는 Chaffee와 McLeod(1968)의 상호지향성 측정요소에 충실하
여 커뮤니케이션 효과 측정에 가장 이상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정확성’
에 근거한 나름의 상호지향 상태 분석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의미 있는 과정일 것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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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지향성 모델 선행연구
상호지향성 모델을 이용한 연구는 분석단위, 분석집단의 수, 적용분야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표 2-8>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분석단위를 개인과 개인 또는 집단과 집단의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 간의 상호지향성 연구로는 Beatty(1973)의 대인적 관계와
상호지향 연구가 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의견 차이가 심한 두 대상자에게
각자 한 시간씩 발언 기회를 부여한 뒤 상호지향성을 분석한 결과, 객관적
일치도는 증가하지 않았고 정확도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집단 간의 연구는 개인 간의 연구보다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Martin과 Nayam(1972)은 보도내용에 대한 편집자집단의 의
견과 독자집단의 의견 간의 객관적 일치도 및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
과, 두 집단의 객관적 일치도는 현저히 낮았으며, 정확도에서도 두 집단 간
의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밝혔다. Chung(1990)은 소비자와 광고실무자 간
의 광고에 대한 태도를 Q방법론 및 상호지향성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와 광고실무자 간의 광고에 대한 태도는 매우 낮은 객관적 일치
도를 보였다.
국내연구에서는 정수영(1999)의 광고윤리성에 대한 광고 생산자와 소비자
의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자와 광고생산자 모두 상대를 정확히 예측하
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강현두 외(2001)는 한일대학생 간의 상호
문화적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밝히는 한편, 상호지향의 상태를 통해 상호이
해도를 분류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에서도 상호지향성 모델은 활용되었다.
남기화·여정성(2007)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기업과 소비자의 상호지
향성을 분석하여 두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을 밝혔으며, 유현중
(2010)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상호지향성 인식을
측정하고 광고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까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분석집단의 수는 집단과 집단 즉, 두 집단 간의 상호지향성 분석이
일반적이나, 분석집단의 수를 세 집단으로 확장하여 상호지향성 분석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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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기도 하였다. Popovich(1990)는 기자와 편집자, 발행인 간의 뉴스선호에
대한 상호지향성을 분석하여 기자와 편집자들은 정확도와 객관적 일치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편집자들은 발행인들의 생각을 과장되게 예측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국내연구에서는 김효순·김태용(2002)이 상호지향성 모델의 확장 적용을 통
해 기업과 고객, 경쟁고객을 대상으로 제품인식 불일치를 분석하였으며, 김
봉철 외(2004)는 광고주와 심의기구, 소비자단체 간의 방송광고 심의 제도에
대한 상호지향성을 알아보았다. 신동재(2013)는 카지노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 상호지향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객관적 일치도 및 주관적 일치도, 정확도를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과
상대방 상호 간 인식의 추정이 일치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메타동의 분석까
지 실시하였다.
셋째, 상호지향성 모델의 적용분야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태동된 이론
이기 때문에 광고와 홍보 등에 관련된 선행연구(김봉철 외, 2004; 김인숙,
2001; 박성권, 2011; 박성희·김수미, 2005; 박종민, 2001; 염성원·한승수, 2005;
정수영, 1999; 한은경·김미리, 2002; Chung, 1990; Martin, O'Keefe &
Nayman, 1972; Park, 2003)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와 홍보분
야에 대한 연구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상호지향성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그 밖의 선행연구들로는 마케팅 분야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연
구(김효순, 2003; 제미경 외, 2011; Brønn, 2010), 정부조직 및 비영리 조직
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연구(한정호, 1999; Park, 2003; Water, 2009),
대학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연구(김봉철·최양호, 2005; Uzzell, 1987),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연구(남기화·여정성, 2007; 변효진,
2008; 유현중, 2010) 등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기존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 중의 하나(독자, 시청자, 정보 이용자, 고객, 소비자단체, 국
민 등의 역할자)로서 참여되어 왔을 뿐, 소비자학 분야에서 소비자 이슈에
대해 소비자를 주체로 한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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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상호지향성 모델 관련 선행연구
구분

연구자

개인
｜
개인

Beatty
(1973)
Martin 외
(1972)
Chung
(1990)
정수영
(1999)

연구내용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차이가 객관적 일치도는 증가하지 않음.
큰 두 대상자의 상호지향성 정확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보도내용에 대한 편집자집단,
독자집단 간의 상호지향성
광고에 대한 소비자집단과
광고실무자집단의 의견차이
광고윤리성에 대한 광고주와
소비자의 인식 차이

강현두 외 한인문화 및 사회에 대한
(2001) 한/일대학생의 상호지향성
집단(1)
｜
집단(2)

남기화
여정성
(2007)

인식 차이

유현중
(2010)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상호지향성
인식 및 광고효과

제미경 외 서비스브랜드에 대한 고객과
(2011) 담당직원 간의 상호지향성

집단(1)

｜
｜

집단(2)

김봉철 외
집단(3) (2004)
신동재
(2013)

객관적 일치도가 매우 낮음.
정확도가 매우 낮음.
상호 문화적 인식 차이가 존재함.

사회적책임에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상호 잘못된
조직구성원의 인식을 가지고 있음.

(2008)

김효순
김태용
(2002)

객관적 일치도는 현저히 낮음.
정확도에서도 인식 차이가 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에 전반적으로 상호지향성이 낮음.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상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과
지향성
소비자 인식의 차이가 큼.

어 기업의
변효진 미디
대한 이용자와

Popovich
(1990)

연구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상호
인식 차이를 파악하면 광고제작 시
효과적임.
객곽적/주관적 일치도, 정확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뉴스 선호에 대한 기자, 편집자, 기자와 편집자 간의 정확도 및
발행인 간의 상호지향성
객관적 일치도에서 차이가 나타남.
두 개의 자동차 브랜드에
중형차 시장에 대한 고객과 경쟁
대한 대상기업, 고객, 경쟁
고객 간의 제품인식에 대한 불일치가
고객의 인식 차이
나타남.
방송광고 심의제도에 대한
만 심의기구의 생각을 정확
광고주와 심의기구, 소비자 광하게고인인식하고
있음.
단체 간의 상호지향성
카지노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사회적 책임 유형별 인식의 차이를
대한 카지노기업, 정부, 국민 파악함은 물론 메타동의 분석까지
간의 상호지향성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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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종합해 본 결과 상호지향성 모델의 적용 연구는 일반적으로
두 집단 간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1990년 이후 세 집단 간의 연구
로 확장된 모형을 적용시키는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막연하게
추측하던 집단 간의 실제 인식과 추정된 인식의 차이를 과학적·실증적 과정
을 통하여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신동재, 2013).
본 연구에서는 삼자구도로 확장된 세 집단 간의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
하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소비자와 소비자의 1차적 이해관계자인
기업과 정부 간의 실제 인식과 추정된 인식의 차이를 다원적으로 규명해 보
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는 최근,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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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Chaffee와 Mcleod(1968)의 상호지향성 모델을 확장 적용하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제 행위자인 소비자와 이해관계자인 기업과
정부의 실제 인식과 추정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다. 이는 연구의 대상을
소비자와 기업, 정부로 설정하여 기존의 상호지향성 관련 연구에서 두 집단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범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소비자와 관계된 주요 이
해관계자 간의 상호지향성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상호지향성 분석을 통해 첫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한
세 집단의 인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이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
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확산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소비자 자신을 비롯한 기
업과 정부 등의 인식 수준을 파악해 봄으로써 현재의 상태를 진단해 보는
한편, 향후 활성화 방향을 포괄적으로 모색하는데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둘
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영역별 세 집단의 인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비자와 기업, 정부는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 영역별 가치 및 중요도, 평가의 기준은 상이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
를 지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방안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1]과 같이 상호지향성 모델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인식을 분석한다.

- 39 -

① 소비자와 기업 간의 상호지향성 모델

② 기업과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 모델

③ 정부와 소비자 간의 상호지향성 모델

[그림 3-1]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확장된 상호지향성 모델
더불어 상호지향성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인식 차이를 살펴본 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보다 실
질적이고 실천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그림 3-2]와 같이 세 집단의
인식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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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형

2. 연구문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인식 차이를 파
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인식은 어떠한가?
1-1 :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인식은 객관적 일치도가 존재하는가?
1-2 :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인식은 주관적 일치도가 존재하는가?
1-3 :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인식은 정확도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영역별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은 어떠한가?
2-1 : 소비자의 경제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은 어떠한가?
2-2 : 소비자의 사회문화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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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소비자의 시민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은 어떠한가?
2-4 : 소비자의 생태환경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의 인식은 어떠한가?
3-1 :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등 각 집단별 인식은 어떠한가?
3-2 :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인식 차이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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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
지향성 분석을 위해 행위자인 소비자, 이해관계자인 기업과 정부를 연구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소비자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질적 행위자이다. 최대한 소비
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중복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로서의 입장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만 19세
이상의 근로활동 경험이 없는 성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기업은 소비자와 함께 시장경제의 한 주체로서 소비생활에 있어 소비자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생하고 있다. 또한 일찍이 기업은 사회적 책
임을 활발히 수행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근무년수 5년 이상의 기업종사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정부는 국민 즉,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수립 및 행정활동 전
반을 총괄운용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및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시
장경제가 조화롭게 순환할 수 있도록 관리/감시자적 역할을 포함하기도 하
며,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재를 제공하기도 한
다. 따라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
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한 한국소비자원 소속 준공무원과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소비생활
센터의 소비자단체 소속 파견근무자를 제외한 행정직 공무원을 조사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민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재를 공급
하는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정부부처 산하 공
공기관 종사자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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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소비자와 기업, 정부를 대상으로 자
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대상 집단에 따라 3가지 유형으
로 구성된 설문지는 2014년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총 60부의 예비조사
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정제 및 수정, 보완하였다. 이를
소비자학 분야 전문가 5인으로부터 2014년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1차,
7월 7일부터 15일까지 2차 표면 타당도 및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 최종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본조사는 2014년 7월 28일부터 8월 19일까지 소비
자와 기업, 정부 집단 별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조사는 온라인 리서치 전문기관인 인바이트
(www.invight.co.kr)4)를 통해 소비자 및 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각 200부의
표본이 추출되었으며, 정부기관 준/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개별 방문 및 전화안내를 통해 연구의 목적 및 조사내용을 설명하고, 설문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여 총 100부의 설문지를 배포, 회수되지 않은
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여 최종 73부의 표본이 추출되었다.

4) 본 논문의 표본조사 자료는 ‘장훈장학회’의 후원을 받아, ㈜인바이트를 통해 제공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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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1.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자체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점에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과 당위성의 이
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개념적 의미와 개념적 범위 및 영역에 대해 체계화
를 시도한 심영(2009)의 연구를 참조하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영역
을 유형화 하였다. 이는 기존의 이론적 연구에서 나아가 실용적 측면을 고
려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보다 정교
한 개념적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실천내용 구축과 활성화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1. 소비자의 경제적 책임
소비자의 경제적 책임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경제적 효용극대
화를 추구해야 하며, 나아가 사회구성원들 간의 효과적인 자원분배를 통해
경제적 후생 증진에 기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생활에 있
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경제
적 능력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1.2. 소비자의 사회문화적 책임
소비자의 사회문화적 책임은 소비자 자신의 소비를 스스로 통제하여 조
화롭고 균형적 소비를 이루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에
기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시소비 및 모방소비, 동조소비
등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행동을 지양하고, 소비의 가치를 생각하여 자기 주
체적인 건전한 소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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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비자의 시민적 책임
소비자의 시민적 책임은 소비생활 관련 규범적 질서를 준수하고, 법/정
치적으로 부여된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는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바르게 알고 행사하며 윤리적인 소비행
동은 물론, 소비자 전체의 권리신장을 위한 소비자운동에 참여하고 지역사
회를 위해 나눔과 기부, 후원 등을 실천하는 행위’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1.4. 소비자의 생태환경적 책임
소비자의 생태환경적 책임은 소비자의 환경을 의식하고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 및 소비선택을 하고, 나아가 후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
존을 위해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을 아끼고 절약하
며,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매 및 사용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2. 측정도구
2.1. 측정문항 추출
본 연구에서는 심영(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영

역을 경제적 책임, 사회문화적 책임, 시민적 책임, 생태환경적 책임으로 유
형화하고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이를 기초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김혜연·
김시월, 2014; 박상준·변지연, 2012; 서정희·전형란, 2011) 및 소비자의 확장
된 역할(서정희·전형란·김미수·이아름, 2011), 소비자시민성(김정은·이기춘,
2008) 그리고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각 영역별 관련 선행연구(노정구, 2005;
박명희, 2006; 손상희 외, 2010; 유두련, 2012; 이영애·서인주, 2012) 등을 참
고하여 측정문항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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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영역별 측정문항 1차 도출(안)
책임(활동) 영역
영역

(1)
경제적
책임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내용

수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효율적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적 효용(만족)을 극대화 시키는 소비를 한다.
소비자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한다.
▪생애주기(출생~사망)를 고려하여 자산을 관리/운영한다.
▪자산을 안전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다.
성실하고 투명하게 세금을 납부한다.
호혜적 ▪
▪
능력을 고려하여 소비한다.
소비자 ▪경제적
신용소비사회에서 연체/체납, 파산 등으로 신용불량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신용을 관리한다.

(2)
사회
문화적
책임

(3)
시민적
책임

(4)
생태
환경적
책임

▪필요한 것인지, 원하는 것인지를 구분하여 필요적 소비를 한다.
균형적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분수에 맞는 소비를 한다.
소비자 ▪상품의 상징적 가치가 아닌 상품의 실용적 가치에 의해 소비한다.
▪소비활동에 있어 자기 자신을 조화롭고 균형있게 통제할 수 있다.
▪무계획적인 충동구매와 지나치게 소비에 집착하는 중독구매를 지양한다.
에 의한 과시소비를 지양한다.
건전한 ▪체면/허세
▪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무조건적으로 유행과 트렌드를 따르는 동조
소비자 소비를 지양한다.
▪바람직한 소비가치를 근거로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에 동참한다.
▪소비자 자신에게 법적, 정치적으로 부여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인지하고
깨어있는 ▪행사한다.
자신에게 법적, 정치적으로 부여된 소비자로서의 책임을 실천한다.
소비자 ▪소비자
소비시민으로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생활 관련 법률 등을 인지하고 준수한다.
▪상거래 질서 및 소비(자) 윤리 등을 인지하고 준수한다.
▪사회적 이슈에 따라 보이콧(불매운동), 바이콧(구매운동) 등 소비자
운동을 전개한다.
정의적 ▪바람직한 정부의 소비자정책, 지역사회와 복지 문제 개선을 위해 의견
소비자 제시 및 공청회나 캠페인, 세미나 등에 참여한다.
▪공동체를 위한 나눔, 후원, 기부활동에 참여한다.
▪공정무역 제품에 관심을 갖고 구매 및 사용한다.
▪물, 에너지 등 자원을 아끼고 절약한다.
환경적 ▪환경친화적 제품에 관심을 갖고 구매 및 사용한다.
소비자 ▪환경친화적 소비생활 정보를 수집한다.
▪환경친화적 소비생활 습관을 실천한다.
▪아나바다(아끼고/나누고/바꾸고/다시 쓰는)운동에 참여한다.
오염/파괴에 관심을 갖고 환경보호정책에 의견제시 및 캠페인,
생태적 ▪생태계
환경
운
동
참여한다.
소비자 ▪지속가능한등에
생태계 조성에 해를 끼치는 정책 및 사회기간 사업 등에 반대한다.
▪환경친화적 소비생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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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의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영역별로 도출된 1차 측정문항을 예비
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문항정제 후 <표 3-2>와 같이 최종 구성하였다.
<표 3-2>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영역별 최종 측정문항
책임 영역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내용

1)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2)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적 효용(만족)을 극대화 시키는 소비를 한다.
3) 신용소비사회에서 연체/체납, 파산 등으로 신용불량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신용을 관리한다.
4) 상품의 상징적 가치가 아닌 상품의 실용적 가치에 의해 소비한다.
(2)
사회문화적 5) 체면/허세에 의한 과시소비를 지양한다.
6)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무조건적으로 유행과 트렌드를 따르는 동조소비를
책임
지양한다.
7) 소비자 자신에게 법적, 정치적으로 부여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인지하고
(3)
행사한다.
시민적 8) 소비자 자신에게 법적, 정치적으로 부여된 소비자로서의 책임을 실천한다.
책임
9) 소비자는 상거래 질서 및 소비(자) 윤리 등을 인지하고 준수한다.
10)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관심을 갖고 구매 및 사용한다.
(4)
생태환경적 11) 아나바다(아끼고/나누고/바꾸고/다시 쓰는)운동에 참여한다.
책임
12) 물, 에너지 등 자원을 아끼고 절약한다.
(1)
경제적
책임

또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측정문항을 구성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김성천, 2012; 김혜연·김시월, 2014; 심영, 2009)에서는 소비자의 사
회적 책임을 활성화 시키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소비자교육을 들었으
며,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그 목적과 동시에 기초를 둔 소비자교육 모형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해관계자들
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호 기대와 요구를 파악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필
요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소비자와 기업, 정부의 삼각관계 사회적 책임
파트너십이 요구됨을 제언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초로 각각의 연구대
상에 따라 적합한 형태로 <표 3-3>과 같이 문항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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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식 측정문항
소비자

기업

정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중요도
소비자교육 경험
소비자교육 시행의 역할분담
소비자교육비 지불 의향 정도
소비자지향적 CSR수행 정도
CSR 지원 의향 정도
SR에 대한 정부지원 정도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중요도
소비자교육 중요도 및 관심도
소비자교육 시행의 역할분담
소비자교육비 지불 의향 추정
소비자지향적 CSR 수행 정도
CSR 투자 의향 정도
SR에 대한 정부지원 정도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중요도
소비자교육 중요도 및 관심도
소비자교육 시행의 역할분담
소비자교육비 지불 의향 추정
소비자지향적 CSR 수행 정도
CSR 지원 방법
SR에 대한 정부지원 정도

2.2. 설문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의 상호지향성 분석은 자신의 평가와 자신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평가를 동시에 측정해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문항에 대해 각각의 연구대상
에 따라 문맥을 수정하였으며,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를 위한 인식
측정문항은 연구대상에 따라 적합한 형태로 구성하여, <표 3-4>와 같이 소
비자와 기업, 정부 등 3가지 유형의 설문지를 각각 구성하였다.
<표 3-4> 연구대상에 따른 설문문항
문항

소비자

기업

정부

실제 인식

실제 인식

실제 인식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기업/정부 추정 인식 소비자/정부 추정 인식 소비자/기업 추정 인식
대한 인식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식
사회인구학적 변수

총 문항 수

5점 리커트 척도

5점 리커트 척도, 명목 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여부,
거주지,
월 평균 가계소득,
월 평균 개인소비지출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거주지,
월 평균 가계소득,
월 평균 개인소비지출,
근무년수, 소속업종,
부서, 직급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근무년수, 소속기관,
부서, 직급

52

56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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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20.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에 대한 기초분석을 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상호지향성
및 활성화를 위한 인식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Cronbach's alpha) 분석
을 실시하였다.

2. 상호지향성 측정요소 분석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상호지향성 측정요소는 객관적 일치
도, 주관적 일치도, 정확도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표 3-5>의 상호지
향성 측정요소의 분석방법 및 기준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객관적 일치도는 소비자와 기업(A-B), 기업과 정부(B-C), 정부와
소비자(C-A) 등 두 집단 사이의 실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집단 간 객관적 인식의 일치와 불일치
를 규명할 수 있다.
둘째, 주관적 일치도는 소비자와 기업, 정부 등의 실제 인식과 자신이 추
정한 상대집단의 인식 차이(A-Ab, A-Ac, B-Ba, B-Bc, C-Ca, C-Cb)를 알
아보는 것으로 동일집단 내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는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
하였다. 이를 통해 주관적 인식의 일치와 불일치를 규명할 수 있다.
셋째, 정확도는 소비자와 기업, 정부 등이 추정한 상대집단의 인식과 실제
상대집단의 인식 차이(Ab-B, Ac-C, Ba-A, Bc-C, Ca-A, Cb-B)를 분석하
는 것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상대에 대한 이해와 오
해를 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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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상호지향성 측정요소의 분석방법 및 기준
측정
요소
객관적
일치도

독립표본
t-test

주관적 대응표본
일치도 t-test

정확도

분석기준

분석
방법

독립표본
t-test

유의차
없음
유의차
있음
유의차
없음
유의차
있음
유의차
없음
유의차
있음

분석결과
의미공유 상호지향
각 집단의 평균값의 크기에 따라 긍정적
높음
일치 혹은 부정적 일치가 나타날 수 있음 일치
각 집단의 평균값의 크기에 따라 긍정적
불일치, 부정적 불일치, 긍정과 부정이 불일치 낮음
배치되는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음
각 집단의 평균값의 크기에 따라 긍정적
높음
일치 혹은 부정적 일치가 나타날 수 있음 일치
각 집단의 평균값의 크기에 따라 긍정적
불일치, 부정적 불일치, 긍정과 부정이 불일치 낮음
배치되는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음
각 집단의 평균값의 크기에 따라 긍정적
높음
일치 혹은 부정적 일치가 나타날 수 있음 일치
각 집단의 평균값의 크기에 따라 긍정적
불일치, 부정적 불일치, 긍정과 부정이 불일치 낮음
배치되는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음

출처: 신동재. 2013. 『카지노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 상호지향성
분석: 내국인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85. 재구성.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해 소비자와 기업, 정부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소비자와 기업,
정부 등 각 집단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세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One-way ANOVA 분석과
DMR(Duncan's Multiple Range Test)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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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향
상태 분석기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상호지향성 측정요소 분석결과를 바
탕으로 소비자와 기업, 기업과 정부, 정부와 소비자 등 세 집단의 상호지향
상태를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는 Chaffee와 McLeod(1968)가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이상적인 기준으로 보았던 ‘정확성’에 근거하여 상호
지향 상태를 파악하는 분석 틀을 [그림 3-3]과 같이 고안하였다.
상호지향성 모델은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개인내적 요소
(Intrapersonal factor)와 대인적 요소(Interpersonal factor)로 설명하고 있다.
개인내적 요소는 자신의 마음 혹은 머릿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인내적 커뮤
니케이션으로 주관적 일치도가 이에 해당한다. 대인적 요소는 의미 있는 타
자들(Significant others)이 같은 대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추정
하는 대인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객관적 일치도와 정확도가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하여 집단 간의 이해 혹은
오해의 정도를 보다 명확히 분석하고,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파악하는데 주
목하였다. 따라서 대인적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 객관적 일치도와 정확도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우선적으로 상호지향 상태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고, 개인내적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 주관적 일치도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상호지향 상태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가 제시한 분석기준의 구조를 보면, 대인적 커뮤니케이션 영역
에 해당하는 객관적 일치도와 정확도가 외부에 위치, 개인내적 커뮤니케이
션 영역에 해당하는 주관적 일치도가 내부에 위치한다.
대인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상호지향 상태는 인식의 일치와 불일치를 통
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
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등의 기준으로 명명하였다. 상호지향 상태 유형에 따
른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완전 이해’는 객관적 일치도와 정확
도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a집단과 b집단의 실제 인식, a집단의 실제
인식과 b집단이 추정한 a집단의 인식 또는 b집단의 실제 인식과 a집단이 추
정한 b집단의 인식 모두 일치하여, 완벽한 이해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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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릇된 오해’는 객관적 일치도는 일치(+)하나, 정확도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a집단과 b집단의 실제 인식은 일치하지만, a집단의 실제 인식과 b집
단이 추정한 a집단의 인식 또는 b집단의 실제 인식과 a집단이 추정한 b집단
의 인식은 일치하지 않아 잘못된 오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불
균형 이해’는 객관적 일치도가 불일치(-)하나, 정확도는 일치(+)하는 것으로,
a집단과 b집단의 실제 인식은 일치하지 않지만, a집단의 실제 인식과 b집단
이 추정한 a집단의 인식 또는 b집단의 실제 인식과 a집단이 추정한 b집단의
인식이 일치하는 것으로 소통의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완전 오해’는 객관적 일치도와 정확도가 모두 불일치(-)하는 것으로, a집단
과 b집단의 실제 인식과 a집단의 실제 인식과 b집단이 추정한 a집단 또는
b집단의 실제 인식, a집단이 추정한 b집단의 인식 모두 불일치한 것으로 이
해가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내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은 일방적 인
식 일치(+)와 일방적 인식 불일치(-)로 나눈다.
본 연구자는 상호지향 상태 분석기준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대인적 커뮤니
케이션 영역의 상호지향 상태가 개인내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상호지향 상
태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개인내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상
호지향 상태는 다시 대인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상호지향 상태에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았다. 따라서 두 집단 간의 상호지향성이 높고, 정확
도 및 이해도가 높기 위해서는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
조하고자 한다.

[그림 3-3] 상호지향 상태 분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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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결과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와 기업, 정부 등 각 집단별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등의
공통적인 인구학적 특성 외 조사대상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월 평균
가계소득 및 개인소비지출, 소속 근무지의 특성 및 근무년수, 직급 등이 차
등적으로 추가 조사되었다.

1. 소비자
소비자 집단의 총 표본 수는 200명이었으며, 조사대상자 특성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66.5%, 남성이 33.5%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33.44세로 25세 미만이 32.0%로 가장 많았다. 거주 지역별 분포
를 살펴보면 서울이 30.0%, 광역시가 29.5%, 경기가 23.0%, 기타 시·군이
17.5%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이 57.0%로 기혼
39.5% 보다 많았다.
직업은 학생이 44.0%로 가장 많았고, 주부 39.5%, 무직 16.5% 순으로 조
사되었으며, 학력은 대학 졸업이 39.0%, 대학 재학이 34.5%,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5.5%, 대학원 재학 및 졸업이 11.0% 등의 순으로 대부분이 대학 재
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계소득은 2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이 각각 23.0%, 22.0%로
높게 나타났으며, 월 평균 개인소비지출은 10만원∼20만원 미만이 24.0%, 10
만원 미만이 21.5%로 나타나 20만원 미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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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소비자 집단의 조사대상자 특성
집단

변수

집단

N

N(%)=200(100)
%

여성

67
133

33.5
66.5

64
57
38
41

32.0
28.5
19.0
20.5

미혼
기혼

60
46
59
35

30.0
23.0
29.5
17.5

114
86

57.0
39.5

학생
주부
무직

88
79
33

44.0
39.5
16.5

31
69
78
22

15.5
34.5
39.0
11.0

46
34
39
37
44

23.0
17.0
19.5
18.5
22.0

43
48
32
39
38

21.5
24.0
16.0
19.5
19.0

성별

남성

연령

25세 미만
25세∼35세 미만
35세∼45세 미만
45세 이상
평균(표준편차)

거주지
결혼
여부
소비자
(A)

직업
학력

월 평균
가계소득
월 평균
개인소비지출

서
경

울

기
광역시
기타 시·군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 재학(전문대 포함)
대학 졸업(전문대 포함)
대학원 졸업(대학원 재학 포함)
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20만원 미만
20만원∼30만원 미만
30만원∼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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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세 (11.94)

2. 기업
기업 집단의 총 표본 수는 200명이었으며, 조사대상자 특성을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59.0%, 여성이 41.0%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41.17세로 35세∼45세 미만이 38.5%로 가장 많았다. 거주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이 32.5%, 경기가 29.5%, 광역시가 26.5%, 기타 시·군
이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이 70.5%로 미
혼 29.5%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대학 졸업이 75.0%, 고등학
교 졸업 이하가 14.0%, 대학원 졸업이 11.0%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계소득은 300만원∼4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이 각각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0만원 미만이 20.0%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월 평균 개인소비지출은 20만원∼30만원 미만이 25.0%, 20만원 미만이
22.5%로 나타나 30만원 미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무년수는 평균 13.37년으로 15년 이상이 36.0%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미만이 34.5%, 10년∼15년 미만이 2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집단의 조사대상 고려 시, 최대한 기업의 입장에서 판단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근무년수 5년 이상의 기업종사자로 선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조사결과
로 볼 수 있다.
소속된 기업의 업종은 제조업이 27.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종은 총무/경영과 회계/재무 업무가 각각 19.0%로 가장 많았고, 고객 즉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게 되는 판매/영업 및 고객관리 업무가 각각 11.0%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과장급 이하를 실무자급, 차장급 이상을
관리자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실무자급이 72.5%, 관리자급이 27.5%로 분포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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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기업 집단의 조사대상자 특성
집단

변수

집단

N

N(%)=200(100)
%

성별

남성

여성

118
82

59.0
41.0

연령

35세 미만
35세∼45세 미만
45세 이상

54
77
69

27.0
38.5
34.5

평균(표준편차)

41.17세 (8.56)

거주지

서
경

울

기
광역시
기타 시·군

결혼
여부

기업
(B)

미혼
기혼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대학 졸업(전문대 포함)
대학원 졸업(대학원 재학 포함)
300만원 미만
월 평균
300만원∼400만원 미만
가계소득
40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
만원∼
30만원 미만
월 평균
30만원∼40만원 미만
개인소비지출
40만원∼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년 미만
10년∼15년 미만
15년 이상
근무년수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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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9
52
24

32.5
29.5
26.0
12.0

59
141

29.5
70.5

28
150
22

14.0
75.0
11.0

40
57
46
57

20.0
28.5
23.0
28.5

45
50
34
29
42

22.5
25.0
17.0
14.5
21.0

69
59
72

34.5
29.5
36.0

13.37년

(7.17)

집단

변수
소속기업
업종

기업
(B)
직종

직급

집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서비스 및 유통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
총무/경영
판매/영업
고객관리
생산/제조
회계/재무
인사/교육
연구/개발
실무자급
관리자급

N

%

54
20
12
10
48
35
21
38
22
20
28
38
20
34
145
55

27.0
10.0
6.0
5.0
24.0
17.5
10.5
19.0
11.0
10.0
14.0
19.0
10.0
17.0
72.5
27.5

3. 정부
정부 집단의 총 표본 수는 73명이었으며, 조사대상자 특성을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64.4%, 남성이 35.6%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35.46세로 30세∼40세 미만이 37.0%로 가장 많았다.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이 50.7%로 기혼 49.3%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학력은 대
학 졸업이 67.0%, 대학원 졸업이 32.9% 등의 순으로 정부 집단 조사대상자
전체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년수는 평균 6.94년으로 5년 미만이 53.4%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
상이 46.6%로 나타났다. 소속된 기관의 구분에 따라서는 한국소비자원이
41.4%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소비생활센터가 32.9%, 공공재 관련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이 26.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직급은 과장급 및 선임연
구원 이하를 실무자급, 차장급 및 책임연구원 이상을 관리자급으로 구분하
였으며, 실무자급이 80.8%, 관리자급이 19.2%로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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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정부 집단의 조사대상자 특성
집단

정부
(C)

변수

집단

N

N(%)=73(100)
%

성별

남성

35.6
64.4

연령

30세 미만
30세∼40세 미만
40세 이상

26
47
22
27
24

30.1
37.0
32.9

결혼
여부

미혼
기혼

37
36

50.7
49.3

49
24

67.1
32.9

39
34

53.4
46.6

30
24
19

41.1
32.9
26.0

59
14

80.8
19.2

학력
근무년수
소속기관
구분
직급

여성

평균(표준편차)

대학 졸업(전문대 포함)
대학원 졸업(대학원 재학 포함)
5년 미만
5년 이상

평균(표준편차)

한국소비자원
지방소비생활센터
기타 공공기관
실무자급
관리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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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6세 (8.68)

6.94년 (7.17)

제2절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
색적 요인분석(EFA)과 확인적 요인분석(CFA), Cronbach's alpha 계수를 확
인하였다.
타당도는 측정도구가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 및 구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총 12개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을 위해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기업, 정부 등 각
집단의 실제 인식을 주성분 분석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과
베리멕스(Varimax) 직각요인회전(Orthogonal Factor Rotation)을 실시하였
다. 초기 고유값(Eigen-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분석 과정에서 타당
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공통성(communality)의 값이 0.5 미만이거
나 이중 적재된 ‘신용소비사회에서 연체/체납, 파산 등으로 신용불량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신용을 관리’등 1개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11개의 문항에 대하여 4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각각의
공통성에 근거하여 ‘시민적 책임’, ‘사회문화적 책임’, ‘생태환경적 책임’, ‘경
제적 책임’ 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총 분산 설명력은 73.859%로 높게 나
타났으며, KMO 측도=.872,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²=2384.302, p<.000으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신뢰도는 측정도구로 반복 측정하였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채택된 최종 11개
문항 전체 및 요인별 문항에 대해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885로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의 Cronbach's alpha 값이 .70 이상
으로 도출되어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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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
문항
8)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책임 실천
7)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인지하고 행사
9) 상거래 질서 및 소비(자) 윤리 등을 인지하고
준수
6)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무조건적으로
유행과 트렌드를 따르는 동조소비 지양
5) 체면/허세에 의한 과시소비 지양
4) 상품의 상징적 가치가 아닌 상품의 실용적
가치에 의해 소비
11) 아나바다 운동에 참여
10)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관심을 갖고 구매 및
사용
12) 물, 에너지 등 자원을 아끼고 절약
2)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적 효용(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소비
1)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
고유치
요인적재값
누적적재값
Cronbach's αlpha
M
(SD)
KMO=.872, Bartlett's  ²=2384.302 (p<.001)

시민적 사회문화적 생태환경적 경제적 h2
책임 책임 책임 책임
.837 .216
.269 .177 .850
.834

.227

.236

.119

.817

.669

.277

.362

.171

.684

.209

.825

.176

.060

.759

.217
.183

.820
.603

.287
.061

.115
.325

.814
.507

.206
.340

.182
.073

.826
.707

.066
.152

.644
.763

.233
.112

.342
.146

.678
.136

.214
.865

.677
.800

.185

.166

.152

.851

.809

2.226 2.095 2.061 1.743
20.233 19.045 18.737 15.843
20.233 39.278 58.016 73.859
.858 .760
.762 .779
3.37 3.52
3.32 3.88
(.81) (.75) (.724) (.73)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4개 요인, 11개 측정문항에 대하여 수
렴 타당성 및 판별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적재치는 모두 0.5 이상이며 표준오차, 회귀계수의 C.R.(Critical
Ratio) 값 모두 p<.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델 적합도에서  ² 값
은 106.284(df=38, p=.000)로 유의하며, RMR(.032), GFI(.961), NFI(.956),
IFI(.971), CFI(.971), TLI(.971), RMSEA(.062)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들의 측
정값이 일반적인 적합성을 검증하는 추천 기준치(RMR= .05 이하이면 우수,
GFI, NFI, IFI, CFI, TLI= .09 이상이면 우수, RMSEA= .08 이하이면 양호)
를 충족시키고 있어 적합도가 양호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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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

문항
비표준화 표준화 S.E.
실제인식2
1.000
.754
경제적 책임
실제인식1
1.108
.846
.104
실제인식6
1.000
.769
사회문화적 책임 실제인식5
1.203
.899
.072
실제인식4
.579
.521
.053
실제인식9
1.000
.762
시민적 책임
실제인식8
1.270
.881
.066
실제인식7
1.259
.826
.069
실제인식12
1.000
.767
생태환경적 책임 실제인식11
.919
.720
.064
실제인식10
.773
.671
.057
Chi-Square= 106.284 (df=38, P=.000) RMR=.032 GFI=.961
IFI=.971 CFI=.971 TLI=.971 RMSEA=.062

C.R.

P

10.671

***

16.744
10.862

***
***

19.161
18.161

***
***

14.401
13.472
NFI=.956

***
***

***P<.001

[그림 4-1]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영역 최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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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영역별 소비자와 기업, 정부 등 각 집단의
실제 인식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6>과 같이 나타났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영역 모두에서 소비자가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
으며, 정부가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소비자와 기
업은 경제적 책임 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태환경
적 책임 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정부는
경제적 책임 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은 다른 두 집단과 동일하게 가장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나, 생태환경적 책임 활동이 두 번째로 높은 인식 수준을
보이고, 사회문화적 책임 활동이 가장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소비자의 경제적 책임 활동에 대해서 세 집
단 모두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소비자와 기업의 인
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비슷하고 유사한 인식 형태를 보이는 반면, 정부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인식 수준이 낮고 다소 상이한 인식 형태를 보이는 것
을 알 수 있다.
<표 4-6>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영역별 기술통계분석
소비자
M
SD
3.97 .68

M
3.94

SD
.68

M
3.47

SD
.87

사회문화적 책임

3.87

.60

3.48

.67

2.67

.62

시민적 책임

3.57

.72

3.44

.76

2.68

.79

생태환경적 책임

3.44

.69

3.36

.72

2.87

.64

전체

3.69

.50

3.52

.58

2.87

.53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영역
경제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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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부

제3절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인식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객관적 일치도, 주관적 일치도, 정확도 등
상호지향성 측정요소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
상호인식의 객관적 일치도 분석
객관적 일치도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기업과 정부, 정부와 소비자 간 실제 인식의 일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
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객관적 일치도 1은 소비자의 인식(A)-기업의 인식(B), 객관
적 일치도 2는 기업의 인식(B)-정부의 인식(C), 객관적 일치도 3은 정부의
인식(C)-소비자의 인식(A)이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등 집단 간
실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7>과 같이 모든 집단 간의 차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소비자의 인식(A,
M=3.69)이 기업의 인식(B, M=3.52)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의 인식은
정부의 인식(C, M=2.87)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식 수준은 소비자, 기업, 정
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식 수준의 차이는 정부와 소비자 간, 기업과 정
부 간, 소비자와 기업 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객관적 일치도 1, 객관적 일치도 2, 객관적 일치도 3 모두에서 인
식의 차이, 즉 소비자와 기업, 기업과 정부, 정부와 소비자 간 소비자의 사
회적 책임에 대한 실제 인식은 모두 불일치 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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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한 객관적 일치도 분석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

측정요소

객관적 일치도1

소비자 인식(A)
기 업 인식(B)

객관적 일치도2

기 업 인식(B)
정 부 인식(C)

객관적 일치도3

정 부 인식(C)
소비자 인식(A)

*P<.05

MD=|M1-M2|

**P<.01

M

SD

MD

3.69
3.52

.50
.58

0.17

t값

3.139**
3.52
2.87

t값

***P<.001

.58
.53

0.65

8.269***

t값

2.87
3.69

.53
.50

0.82

11.658***

2.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
상호인식의 주관적 일치도 분석
주관적 일치도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실제
인식과 소비자가 추정한 기업 및 정부 인식, 기업의 실제 인식과 기업이 추
정한 소비자 및 정부 인식, 정부의 실제 인식과 정부가 추정한 소비자 및
기업 인식에 대한 주관적 일치와 불일치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응표
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일치도 1은 소비자의 실제 인식(A)-소비자가 추정한
기업 인식(Ab), 주관적 일치도 2는 소비자의 실제 인식(A)-소비자가 추정한
정부 인식(Ac), 주관적 일치도 3은 기업의 실제 인식(B)-기업이 추정한 소
비자 인식(Ba), 주관적 일치도 4는 기업의 실제 인식(B)-기업이 추정한 정
부 인식(Bc), 주관적 일치도 5는 정부의 실제 인식(C)-정부가 추정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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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Cb), 주관적 일치도 6은 정부의 실제 인식(C)-정부가 추정한 소비자
인식(Ca)이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등 세 집단
의 자신의 실제 인식과 상대집단에 대해 추정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8>과 같이 나타났다.
소비자의 실제 인식과 소비자가 추정한 기업 및 정부 인식은 95% 신뢰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실제
인식(A, M=3.69)이 소비자가 추정한 기업 인식(Ab, M=2.89)과 소비자가 추
정한 정부 인식(Ac, M=3.07)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소비자는 소비자의 사
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해 기업과 정부의 인식을 과소평가할 것으로 추정
하였으며, 기업이 정부 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기업의 실제 인식과 기업이 추정한 소비자 및 정부 인식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실제 인식(B, M=3.52)은 기
업이 추정한 소비자 인식(Ba, M=3.66)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기업이 추정
한 정부 인식(Bc, M=3.21)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즉, 기업은 소비자의 사회
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해 소비자의 인식을 과대평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으
며, 정부의 인식은 과소평가할 것이라 추정하였다.
정부의 실제 인식과 정부가 추정한 소비자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나, 정부가 추정한 기업 인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실제 인식(C, M=2.87)은 정부가 추정한 소비자
인식(Ca, M=3.46)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정부가 추정한 기업 인식(Cb=2.79)
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정부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해 소비자의 인식을 과대평가할 것으로 추정한 반면, 기업의 인식은 정부
의 인식과 비슷할 것이라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요약해 보면, 소비자와 기업은 자신의 인식과 상대집단
에 대해 추정한 인식 간의 주관적인 불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정부는 자신의 인식과 소비자에 대해 추정한 인식 간에는 주관적인 불일
치를 보였으나, 기업에 대해 추정한 인식과는 주관적 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해 주관적 일치도 1,
2, 3, 4, 6에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 66 -

<표 4-8>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한 주관적 일치도 분석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

측정요소

주관적 일치도1

소비자 인식(A)
소비자 추정 기업 인식(Ab)

M

SD

MD

3.69
2.89

.50
.65

.80

t값
주관적 일치도2

15.694***

소비자 인식(A)
소비자 추정 정부 인식(Ac)

3.69
3.07

t값
주관적 일치도3

기 업 인식(B)
기 업 추정 소비자 인식(Ba)

3.52
3.66

기 업 인식(B)
기 업 추정 정부 인식(Bc)

3.52
3.21

*P<.05

MD=|M1-M2|

**P<.01

.14

.58
.65

.31

6.053***

정 부 인식(C)
정 부 추정 기업 인식(Cb)

2.87
2.79

t값
주관적 일치도6

.58
.52

-3.722***

t값
주관적 일치도5

.62

11.963***

t값
주관적 일치도4

.50
.63

.53
.55

.08

1.527

정 부 인식(C)
정 부 추정 소비자 인식(Ca)
t값

2.87
3.46

.53
.61

-7.85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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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3.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
상호인식의 정확도 분석
정확도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실제 인식과
기업 및 정부가 추정한 소비자 인식, 기업의 실제 인식과 소비자 및 정부가
추정한 기업 인식, 정부의 실제 인식과 소비자 및 기업이 추정한 정부 인식
에 대한 일치와 불일치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였다.
구체적으로 정확도 1은 소비자의 실제 인식(A)-기업이 추정한 소비자 인
식(Ba), 정확도 2는 소비자의 실제 인식(A)-정부가 추정한 소비자 인식(Ca),
정확도 3은 기업의 실제 인식(B)-소비자가 추정한 기업 인식(Ab), 정확도 4
는 기업의 실제 인식(B)-정부가 추정한 기업 인식(Cb), 정확도 5는 정부의
실제 인식(C)-기업이 추정한 정부 인식(Bc), 정확도 6은 정부의 실제 인식
(C)-소비자가 추정한 정부 인식(Ac)이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등 세 집단
의 자신의 실제 인식과 자신에 대해 추정한 상대집단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9>와 같이 나타났다.
소비자의 실제 인식과 기업이 추정한 소비자 인식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자의 실
제 인식과 정부가 추정한 소비자 인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의
실제 인식(A, M=3.69)은 기업이 추정한 소비자 인식(Ba, M=3.66)과 큰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부가 추정한 소비자 인식(Ca, M=3.46) 보다는 높
게 나타났다. 즉, 기업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해 소비자의
인식을 정확하게 추정하고 있었으나, 정부는 소비자의 인식을 과소 추정하
였다.
기업의 실제 인식과 소비자 및 정부가 추정한 기업 인식은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실제 인식(B, M=3.52)은
소비자가 추정한 기업 인식(Ab, M=2.89)과 정부가 추정한 기업 인식(Cb,
M=2.7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소비자와 정부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
동 전반에 대해 기업의 인식을 과소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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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제 인식과 기업 및 소비자가 추정한 정부 인식은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실제 인식(C, M=2.87)은
기업이 추정한 정부 인식(Ac, M=3.07)과 소비자가 추정한 정부 인식(Ac,
M=3.07) 보다 낮게 나타났다. 즉, 기업과 소비자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
동 전반에 대해 정부의 인식을 과대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요약해 보면, 소비자의 실제 인식과 기업이 추정한 소
비자 인식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이
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소비자의 실제 인식과 정부가 추정한 소비
자 인식, 기업의 실제 인식과 소비자 및 정부가 추정한 기업 인식, 정부의
실제 인식과 기업 및 소비자가 추정한 정부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에 대한 정부, 기업에 대한 소비자 및 정부,
정부에 대한 기업 및 소비자는 ‘오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해 정확도 2, 3, 4, 5, 6에서 인식의 차이 즉,
오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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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한 정확도 분석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

측정요소

정확도1

소비자 인식(A)
기 업 추정 소비자 인식(Ba)

M

SD

MD

3.69
3.66

.50
.52

.03

t값
정확도2

.661

소비자 인식(A)
정 부 추정 소비자 인식(Ca)

3.69
3.46

t값
정확도3

기 업 인식(B)
소비자 추정 기업 인식(Ab)

3.52
2.89

기 업 인식(B)
정 부 추정 기업 인식(Cb)

3.52
2.79

*P<.05

MD=|M1-M2|

**P<.01

.63

.58
.55

.73

9.265***

정 부 인식(C)
기 업 추정 정부 인식(Bc)

2.87
3.21

t값
정확도6

.58
.65

-10.063***

t값
정확도5

.23

3.154**

t값
정확도4

.50
.61

.53
.65

.43

-4.006***

정 부 인식(C)
소비자 추정 정부 인식(Ac)
t값

2.87
3.07

.53
.63

-2.41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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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향 상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인식
차이를 종합하여 상호지향성 모델에 대비시켜 보면 [그림 4-2]와 같은 상호
지향 상태를 도출할 수 있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해 소비자와 기업은 대체적으로 잘
수행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인식 수준은 상대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는 실제 높은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집단은 과소평가 할 것이라 추정하였으며, 그 가운데 정부
보다 기업이 더 과소평가할 것이라 추정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추정과는
반대로 기업은 정부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제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한 세 집단 간의 상호지향 상태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소비자는 기업과 정부 모두 ‘완전 오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상태이며, 기업은 소비자를 ‘불균형 이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정
부를 ‘완전 오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상태이다. 정부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 ‘완전 오해’ 상태이나 일방적 인식에 있어서는 소비자는 불일치, 기업
은 일치 상태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 원인
을 생각해 보았을 때, 실질적인 소비환경에서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
게 되는 대상은 정부보다는 기업이기에 소비자는 정부보다 기업의 평가가
더 낮을 것이라 추정하였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인식은 이와 반대로 기업
보다 정부의 인식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소비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절한 인식 수준을 형성한 반면, 정
부는 법/제도적인 잣대를 통해 소비자를 평가하였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인
식 수준을 형성하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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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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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영역별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인식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영역별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객관적 일치도, 주관적 일치도, 정확도
등 상호지향성 측정요소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10>과 같이 나
타났다.

1. 경제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
소비자의 경제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등 각각의 이해
관계집단 간 상호지향 상태는 [그림 4-6]과 같다. 이는 소비자와 기업, 기업
과 정부, 정부와 소비자 간의 인식을 상호지향성 측정요소별로 분석한 결과
값을 종합한 것이다.
첫째, 소비자의 경제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A)와 기업(B) 간의 상호
지향 상태는 [그림 4-3]과 같다.
객관적 일치도 1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인식(A, M=3.97)과 기업의 인식(B,
M=3.94)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집단 간 실
제 인식은 객관적 일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일치도 1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실제 인식과 소비자가 추정한 기
업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소비자의 실제 인식이 소
비자가 추정한 기업 인식(Ab, M=3.05) 보다 높게 나타나 주관적 불일치 상
태이다. 주관적 일치도 3을 살펴보면, 기업의 실제 인식과 기업이 추정한 소
비자 인식(Ba, M=3.86)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주관적 일
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비자는 소비자의 경제적 책임 활동에 대해
기업의 인식을 과소평가할 것이라 추정하였으나, 기업은 기업의 인식과 소
비자의 인식이 유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정확도 1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실제 인식과 기업이 추정한 소비자 인식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정확도 일치 상태이다. 정확도 3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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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기업의 실제 인식과 소비자가 추정한 기업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정확도 불일치 상태이다. 한편, 기업은 소비자의 경제적 책임

활동에 대해 소비자를 정확히 추정하였으나, 소비자는 기업을 과소 추정하
고 있었다. 이로써 기업은 소비자를 이해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기업을 오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 경제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간의 상호지향성

둘째, 소비자의 경제적 책임 활동에 대한 기업(B)과 정부(C) 간의 상호지

향 상태는 [그림 4-4]와 같다.
객관적 일치도 2를 살펴보면, 기업의 인식(B, M=3.94)과 정부의 인식(C,
M=3.47)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두 집단 간 실제 인식
은 객관적 불일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인식이 정부의 인식보
다 높게 나타나, 정부보다 기업이 소비자의 경제적 책임 활동에 대해 더 높
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일치도 4를 살펴보면, 기업의 실제 인식과 기업이 추정한 정부 인
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기업의 실제 인식이 기업이 추
정한 정부 인식(Bc, M=3.29) 보다 높게 나타나 주관적 불일치 상태이다. 주
관적 일치도 5를 살펴보면, 정부의 실제 인식과 정부가 추정한 기업 인식
(Cb, M=3.25) 또한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관적 불일치 상태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업은 소비자의 경제적 책임 활동에 대해 정부의
인식을 과소평가할 것이라 추정하였으며, 정부 또한 기업의 인식을 과소평
가할 것이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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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4를 살펴보면, 기업의 실제 인식과 정부가 추정한 기업 인식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정확도 불일치 상태이다. 정확도 5를 살펴보
면, 정부의 실제 인식과 기업이 추정한 정부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는 정확도 일치 상태이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의 경제적 책
임 활동에 대해 기업을 과소 추정하였으나, 기업은 정부를 정확히 추정하고
있었다. 이로써 정부는 기업을 오해하고 있으나, 기업은 정부를 이해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4] 경제적 책임 활동에 대한 기업과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

셋째, 소비자의 경제적 책임 활동에 대한 정부(C)와 소비자(A) 간의 상호

지향 상태는 [그림 4-5]와 같다.
객관적 일치도 3을 살펴보면, 정부의 인식(C, M=3.47)과 소비자의 인식(A,
M=3.97)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두 집단 간 실제 인식
은 객관적 불일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비자의 인식이 정부의 인식
보다 높게 나타나, 정부보다 소비자가 소비자의 경제적 책임 활동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일치도 2를 살펴보면, 소비자의 실제 인식과 소비자가 추정한 정
부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소비자의 실제 인식이 소
비자가 추정한 정부 인식(Ac, M=3.25) 보다 높게 나타나 주관적 불일치 상
태이다. 주관적 일치도 6을 살펴보면, 정부의 실제 인식과 정부가 추정한 소
비자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정부의 실제 인식이 정
부가 추정한 소비자 인식(Ca, M=3.90) 보다 낮게 나타나 주관적 불일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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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비자는 소비자의 경제적 책임 활동에 대해 정부
의 인식을 과소평가 할 것이라 추정하였으나, 정부는 소비자의 인식을 과대
평가할 것이라 추정하였다.
정확도 2를 살펴보면, 소비자의 실제 인식과 정부가 추정한 소비자 인식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정확도 일치 상태이다. 정확도 6
을 살펴보면, 정부의 실제 인식과 소비자가 추정한 정부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정확도 불일치 상태이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의 경제적
책임 활동에 대해 소비자를 정확히 추정하였으나, 소비자는 정부를 과소 추
정하고 있었다. 이로써 정부는 소비자를 이해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정부를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5] 경제적 책임 활동에 대한 정부와 소비자 간의 상호지향성
소비자의 경제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상호 이해관계집단에 대한 의미공유 및 이해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소비자의 경제적 책임 활
동에 대한 세 집단 간의 상호지향 상태를 살펴보면, 소비자는 기업을 ‘그릇
된 오해’ 및 일방적 인식의 불일치 상태, 정부를 ‘완전 오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상태이다. 기업은 소비자를 ‘완전 이해’ 및 일방적 인식 일치 상태,
정부를 ‘불균형 이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상태이다. 정부는 소비자를 ‘그
릇된 이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상태, 기업을 ‘완전 오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상태이다.
소비자의 경제적 책임 활동은 소비생활 및 가계경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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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영역인 한편, 나아가 소비자가 경제 주체로서 시장의 효율적
인 운용과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역할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비자의 경제적 책임 활동이 잘 수행되기 위해
서는 소비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즉, 기업과 정부가 함께 서로의 역할 기
능의 바르게 이해하고, 상호 경제주체로서의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하기에 이
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는 자신들의 인식에 비해 기업과 정부가 과소평가할 것이라
추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소비자는 두 이해관계집단에 대한 오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기업과 정부는 소비자의 실제 인식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
에서 인식하고 있었지만, 소비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소비자는 시장 환경에 보다 관심을 갖고 이해관계집단과
의 소통하며 오해를 줄이고, 상호인식의 차이를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두 이해관계집단에 비해 상대 집단의 인식을 과소평가하게 된
원인에 대해 고민하고, 소비자 및 기업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노력을 통해
제도와 정책이 시장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그림 4-6] 경제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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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문화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
소비자의 사회문화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등 각각의
이해관계집단 간 상호지향 상태는 [그림 4-10]과 같다. 이는 소비자와 기업,
기업과 정부, 정부와 소비자 간의 인식을 상호지향성 측정요소 별로 분석한
결과 값을 종합한 것이다.
첫째, 소비자의 사회문화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A)와 기업(B) 간의
상호지향 상태는 [그림 4-7]과 같다.
객관적 일치도 1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인식(A, M=3.87)이 기업의 인식(B,
M=3.48) 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두 집
단 간 실제 인식은 객관적 불일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일치도 1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실제 인식과 소비자가 추정한 기
업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소비자의 실제 인식이 소
비자가 추정한 기업 인식(Ab, M=2.68) 보다 높게 나타나 주관적 불일치 상
태이다. 주관적 일치도 3을 살펴보면, 기업의 실제 인식이 기업이 추정한 소
비자 인식(Ba, M=3.67) 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즉, 기업의 실제 인식과 기업이 추정한 소비자 인식은 주관적 불일치 상
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비자는 소비자의 사회문화적 책임 활동에 대해
기업의 인식을 과소평가할 것이라 추정하였으나, 기업은 소비자가 과대평가
할 것이라 추정하였다.
정확도 1인 소비자의 실제 인식과 기업이 추정한 소비자 인식, 정확도 3
인 기업의 실제 인식과 소비자가 추정한 기업 인식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여 정확도 불일치 상태이다. 한편, 기업과 소비자는 소비자의
사회문화적 책임에 대해 상호 과소추정하고 있었다. 이로써 기업과 소비자
는 상호 인식에 대해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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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사회문화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간의 상호지향성

둘째, 소비자의 사회문화적 책임 활동에 대한 기업(B)과 정부(C) 간의 상

호지향 상태는 [그림 4-8]과 같다.
객관적 일치도 2를 살펴보면, 기업의 인식(B, M=3.48)과 정부의 인식(C,
M=2.67)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두 집단 간 실제 인식
은 객관적 불일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인식이 기업의 인식보
다 낮게 나타나, 기업보다 정부가 소비자의 사회문화적 책임 활동에 대해
더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일치도 4를 살펴보면, 기업의 실제 인식과 기업이 추정한 정부 인
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기업의 실제 인식이 기업이 추
정한 정부 인식(Bc, M=3.16) 보다 높게 나타나 주관적 불일치 상태이다. 주
관적 일치도 5를 살펴보면, 정부의 실제 인식과 정부가 추정한 기업 인식
(Cb, M=2.53)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주관적 일치 상태임
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업은 소비자의 사회문화적 책임 활동에 대해 정부의
인식을 과소평가할 것이라 추정하였으나, 정부는 정부의 인식과 기업의 인
식이 유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정확도 4를 살펴보면, 기업의 실제 인식과 정부가 추정한 기업 인식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정확도 불일치 상태이며, 정확도 5 또한 정부
의 실제 인식과 기업이 추정한 정부 인식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정확도 불일치 상태이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의 사회문화적 책임 활동
에 대해 기업을 과소 추정하였으나, 기업은 정부를 과대 추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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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정부와 기업은 상호 인식에 대해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8] 사회문화적 책임 활동에 대한 기업과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

셋째, 소비자의 사회문화적 책임 활동에 대한 정부(C)와 소비자(A) 간의

상호지향 상태는 [그림 4-9]와 같다.
객관적 일치도 3을 살펴보면, 정부의 인식(C, M=2.67)과 소비자의 인식(A,
M=3.87)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두 집단 간 실제 인식
은 객관적 불일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인식이 소비자의 인식
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 소비자보다 정부가 소비자의 사회문화적 책임 활
동에 대해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일치도 2를 살펴보면, 소비자의 실제 인식과 소비자가 추정한 정
부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소비자의 실제 인식이 소
비자가 추정한 정부 인식(Ac, M=2.93) 보다 높게 나타나 주관적 불일치 상
태이다. 주관적 일치도 6을 살펴보면, 정부의 실제 인식이 정부가 추정한 소
비자 인식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정부의 실제 인식이
정부가 추정한 소비자 인식(Ca, M=3.53) 보다 낮게 나타나 주관적 불일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비자는 소비자의 사회문화적 책임 활동에 대
해 정부의 인식을 과소평가할 것이라 추정하였으나, 정부는 소비자의 인식
을 과대평가할 것이라 추정하였다.
정확도 2를 살펴보면, 소비자의 실제 인식과 정부가 추정한 소비자 인식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정확도 불일치 상태이며, 정확도 6 또한
정부의 실제 인식과 소비자가 추정한 정부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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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 정확도 불일치 상태이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의 사회문화적 책임
활동에 대해 소비자를 과소 추정하였으나, 소비자는 정부를 과대 추정하고
있었다. 이로써 정부와 소비자는 상호 인식에 대해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9] 사회문화적 책임 활동에 대한 정부와 소비자 간의 상호지향성
소비자의 사회문화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
향성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상호 이해관계집단에 대한 의미공유 및 이해
가 심각한 수준에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소비자
의 사회문화적 책임 활동에 대한 세 집단 간의 상호지향 상태를 살펴보면,
소비자는 기업과 정부 모두 ‘완전 오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상태이며,
기업 역시 소비자와 정부 모두 ‘완전 오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상태이
다. 정부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 ‘완전 오해’ 상태이나, 일방적 인식에 있어서
는 소비자는 불일치, 기업은 일치 상태이다.
소비자의 사회문화적 책임 활동은 개인의 조화롭고 균형적인 소비성향을
통해 소비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나아가 자신이 속한 소비사회의 건
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고 긍정적인 시장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의미적 역할
기능을 한다. 소비자와 이해관계집단이 속한 이 사회의 소비문화 의식 성장
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서로에 대한 내면적 이해와 합의가 이루
어져야만 긍정적 향상치를 기대할 수 있기에 사회문화적 책임 활동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분석결과, 소비자와 기업, 정부의 인식은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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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각각의 집단은 정부가 추정한 기업을 제외하고는 주관적 불일치 상
태였으며, 정확도를 통해 본 추정된 인식도 오해의 수준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책임 활동에 대한 세 집단의 상호이해도는 무지한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소비자는 이해관계자인 기업과 정부의 인식을 파
악하고, 과소평가된 원인을 찾아 개선하려는 반성적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주체적 소비를 통해 잘못된 소비문화를 바로 잡고,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상호 이해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의 영업활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과시소비, 모방소
비 등을 유도하는 마케팅 활동을 과도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며, 기업 또한 사회문화적 책임 의식을 갖고 성숙한 소비문화
를 이끄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단순히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에서
나아가 상호 지향하는 바에 따른 제도마련과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올바른 소비의식 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소비자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교육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10] 사회문화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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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
소비자의 시민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등 각각의 이해
관계집단 간 상호지향 상태는 [그림 4-14]와 같다. 이는 소비자와 기업, 기
업과 정부, 정부와 소비자 간의 인식을 상호지향성 측정요소 별로 분석한
결과 값을 종합한 것이다.
첫째, 소비자의 시민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A)와 기업(B) 간의 상호
지향 상태는 [그림 4-11]과 같다.
객관적 일치도 1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인식(A, M=3.57)과 기업의 인식(B,
M=3.44)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집단 간 실
제 인식은 객관적 일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일치도 1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실제 인식과 소비자가 추정한 기
업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소비자의 실제 인식이 소
비자가 추정한 기업 인식(Ab, M=2.94) 보다 높게 나타나 주관적 불일치 상
태이다. 주관적 일치도 3을 살펴보면, 기업의 실제 인식과 기업이 추정한 소
비자 인식(Ba, M=3.6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관적 불일치 상
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비자는 소비자의 시민적 책임 활동에 대해 기업
의 인식을 과소평가할 것이라 추정하였으나, 기업은 소비자의 인식을 과대
평가할 것이라 추정하였다.
정확도 1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실제 인식과 기업이 추정한 소비자 인식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정확도 일치 상태이다. 정확도 3을 살펴
보면, 기업의 실제 인식과 소비자가 추정한 기업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정확도 불일치 상태이다. 한편, 기업은 소비자의 시민적 책임
활동에 대해 소비자를 정확히 추정하였으나, 소비자는 기업을 과소 추정하
고 있었다. 이로써 기업은 소비자를 이해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기업을 오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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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시민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간의 상호지향성

둘째, 소비자의 시민적 책임 활동에 대한 기업(B)과 정부(C) 간의 상호지

향 상태는 [그림 4-12]와 같다.
객관적 일치도 2를 살펴보면, 기업의 인식(B, M=3.44)과 정부의 인식(C,
M=2.68)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두 집단 간 실제 인식
은 객관적 불일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인식이 정부의 인식보
다 높게 나타나, 정부보다 기업이 소비자의 시민적 책임 활동에 대해 더 높
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일치도 4를 살펴보면, 기업의 실제 인식과 기업이 추정한 정부 인
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기업의 실제 인식이 기업이 추
정한 정부 인식(Bc, M=3.22) 보다 높게 나타나 주관적 불일치 상태이다. 주
관적 일치도 5를 살펴보면, 정부의 실제 인식과 정부가 추정한 기업 인식
(Cb, M=2.71)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주관적 일치 상태임을 알 수 있
다. 한편, 기업은 소비자의 시민적 책임 활동에 대해 정부의 인식을 과소평
가할 것이라 추정하였으나, 정부는 정부의 인식과 기업의 인식이 유사할 것
으로 추정하였다.
정확도 4인 기업의 실제 인식과 정부가 추정한 기업 인식, 정확도 5인 정
부의 실제 인식과 기업이 추정한 정부 인식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정확도 불일치 상태이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의 시민적 책임 활동
에 대해 기업을 과소 추정하였으나, 기업은 정부를 과대 추정하고 있었다.
이로써 기업과 정부는 상호 인식에 대해 오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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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시민적 책임 활동에 대한 기업과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

셋째, 소비자의 시민적 책임 활동에 대한 정부(C)와 소비자(A) 간의 상호

지향 상태는 [그림 4-13]과 같다.
객관적 일치도 3을 살펴보면, 정부의 인식(C, M=2.68)과 소비자의 인식(A,
M=3.57)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두 집단 간 실제 인식
은 객관적 불일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비자의 인식이 정부의 인식
보다 높게 나타나, 정부보다 소비자가 소비자의 시민적 책임 활동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일치도 2를 살펴보면, 소비자의 실제 인식과 소비자가 추정한 정
부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소비자의 실제 인식이 소
비자가 추정한 정부 인식(Ac, M=3.10) 보다 높게 나타나 주관적 불일치 상
태이다. 주관적 일치도 6을 살펴보면, 정부의 실제 인식과 정부가 추정한 소
비자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정부의 실제 인식이 정
부가 추정한 소비자 인식(Ca, M=3.21) 보다 낮게 나타나 주관적 불일치 상
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비자는 소비자의 시민적 책임 활동에 대해 정부
의 인식을 과소평가 할 것이라 추정하였으나, 정부는 소비자의 인식을 과대
평가할 것이라 추정하였다.
정확도 2를 살펴보면, 소비자의 실제 인식과 정부가 추정한 소비자 인식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정확도 불일치 상태이며, 정확도 6 또한
정부의 실제 인식과 소비자가 추정한 정부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여 정확도 불일치 상태이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의 시민적 책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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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소비자를 과소 추정하였으나, 소비자는 정부를 과대 추정하고 있었
다. 이로써 정부와 소비자는 상호 인식에 대해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3] 시민적 책임 활동에 대한 정부와 소비자 간의 상호지향성
소비자의 시민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향
성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상호 이해관계집단에 대한 의미공유 및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소비자의 시민적 책임
활동에 대한 세 집단 간의 상호지향 상태를 살펴보면, 소비자는 기업을 ‘그
릇된 오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정부를 ‘완전 오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
치 상태이다. 기업은 소비자를 ‘완전 이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정부를
‘완전 오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상태이다. 정부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
‘완전 오해’ 상태이나 일방적 인식에 있어서는 소비자는 불일치, 기업은 일
치 상태이다.
소비자의 시민적 책임 활동은 소비자가 그들이 속한 사회가 정해놓은 법
과 규정을 준수해야하고, 소비시민으로서 주어진 권리와 책임을 바르게 인
지하여 행사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규범화 되어있지 않더라도 윤리적 소
비의식 함양 및 공동체를 위한 관심과 배려의 실천적 행동을 기대하는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 활동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제정 및 관리·
감독과 규제 등을 담당하는 정부의 역할과 이를 따르고 지켜야 하는 소비자
와 기업 간의 정보공유와 소통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시민적 책임 활동에 대한 정부의 인식 수준은 다른 이해
관계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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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이러한 정부의 인식 수준을 제대로 추정하지 못하고 있는 커뮤니케
이션의 심각한 단절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소비자는 정부보다 기업의
인식 수준이 낮을 것이라 추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업보다 정부의 인식 수
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소비자의 이해관계집단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정부는 이해관계집단과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
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되며, 소비자의 시민적 책임 활동에 대한 공
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소
비자와 기업은 정부의 과소평가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며, 소비생활 법
률 및 규정을 비롯한 권리와 책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여 실천하고 있는
지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4-14] 시민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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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태환경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
소비자의 생태환경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등 각각의
이해관계집단 간 상호지향 상태는 [그림 4-18]과 같다. 이는 소비자와 기업,
기업과 정부, 정부와 소비자 간의 인식을 상호지향성 측정요소 별로 분석한
결과 값을 종합한 것이다.
첫째, 소비자의 생태환경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A)와 기업(B) 간의
상호지향 상태는 [그림 4-15]와 같다.
객관적 일치도 1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인식(A, M=3.44)과 기업의 인식(B,
M=3.36)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집단 간 실
제 인식은 객관적 일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일치도 1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실제 인식과 소비자가 추정한 기
업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소비자의 실제 인식이 소
비자가 추정한 기업 인식(Ab, M=2.96) 보다 높게 나타나 주관적 불일치 상
태이다. 또한 주관적 일치도 3을 살펴보면, 기업의 실제 인식과 기업이 추정
한 소비자 인식(Ba, M=3.5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관적 불일
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비자는 소비자의 생태환경적 책임 활동에
대해 기업의 인식을 과소평가할 것이라 추정하였으나, 기업은 소비자의 인
식을 과대평가할 것이라 추정하였다.
정확도 1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실제 인식과 기업이 추정한 소비자 인식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정확도 일치 상태이다. 정확도 3을 살펴
보면, 기업의 실제 인식과 소비자가 추정한 기업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정확도 불일치 상태이다. 한편, 기업은 소비자의 생태환경적
책임 활동에 대해 소비자를 정확히 추정하였으나, 소비자는 기업을 과소 추
정하고 있었다. 이로써 기업은 소비자를 이해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기업을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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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생태환경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간의 상호지향성

둘째, 소비자의 생태환경적 책임 활동에 대한 기업(B)과 정부(C) 간의 상

호지향 상태는 [그림 4-16]과 같다.
객관적 일치도 2를 살펴보면, 기업의 인식(B, M=3.36)과 정부의 인식(C,
M=2.87)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두 집단 간 실제 인식
은 객관적 불일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인식이 정부의 인식보
다 높게 나타나, 정부보다 기업이 소비자의 생태환경적 책임 활동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일치도 4를 살펴보면, 기업의 실제 인식과 기업이 추정한 정부 인
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기업의 실제 인식이 기업이 추
정한 정부 인식(Bc, M=3.22) 보다 높게 나타나 주관적 불일치 상태이다. 반
면, 주관적 일치도 5를 살펴보면, 정부의 실제 인식과 정부가 추정한 기업
인식(Cb, M=2.82)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주관적 일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업은 소비자의 생태환경적 책임 활동에 대해 정부의 인식
을 과소평가할 것이라 추정하였으나, 정부는 정부의 인식과 기업의 인식이
유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정확도 4를 살펴보면, 기업의 실제 인식과 정부가 추정한 기업 인식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정확도 불일치 상태이며, 정확도 5 또한 정
부의 실제 인식과 기업이 추정한 정부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 정확도 불일치 상태이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의 생태환경적 책임 활동
에 대해 기업을 과소 추정하였으나, 기업은 정부를 과대 추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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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기업과 정부는 상호 인식에 대해 오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6] 생태환경적 책임 활동에 대한 기업과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

셋째, 소비자의 생태환경적 책임 활동에 대한 정부(C)와 소비자(A) 간의

상호지향 상태는 [그림 4-17]과 같다.
객관적 일치도 3을 살펴보면, 정부의 인식(C, M=2.87)과 소비자의 인식(A,
M=3.44)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두 집단 간 실제 인식
은 객관적 불일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비자의 인식이 정부의 인식
보다 높게 나타나, 정부보다 소비자가 소비자의 생태환경적 책임 활동에 대
해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일치도 2를 살펴보면, 소비자의 실제 인식과 소비자가 추정한 정
부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소비자의 실제 인식이 소
비자가 추정한 정부 인식(Ac, M=3.06) 보다 높게 나타나 주관적 불일치 상
태이다. 주관적 일치도 6을 살펴보면, 정부의 실제 인식이 정부가 추정한 소
비자 인식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정부의 실제 인식이
정부가 추정한 소비자 인식(Ca, M=3.34) 보다 낮게 나타나 주관적 불일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비자는 소비자의 생태환경적 책임 활동에 대
해 정부의 인식을 과소평가할 것이라 추정하였으나, 정부는 소비자의 인식
을 과대평가할 것이라 추정하였다.
정확도 2를 살펴보면, 소비자의 실제 인식과 정부가 추정한 소비자 인식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정확도 일치 상태이다. 정확도 6
을 살펴보면, 정부의 실제 인식과 소비자가 추정한 정부 인식은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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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를 보여 정확도 불일치 상태이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의 생태환
경적 책임 활동에 대해 소비자를 정확히 추정하였으나, 소비자는 정부를 과
대 추정하고 있었다. 이로써 정부는 소비자를 이해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정
부를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7] 생태환경적 책임 활동에 대한 정부와 소비자 간의 상호지향성
소비자의 생태환경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
성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상호 이해관계집단에 대한 의미공유 및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소비자의 생태환경적 책
임 활동에 대한 세 집단 간의 상호지향 상태를 살펴보면, 소비자는 기업을
‘그릇된 이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정부를 ‘완전 오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상태이다. 기업은 소비자를 ‘완전 이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정부
를 ‘완전 오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상태이다. 정부는 소비자를 ‘불균형
이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기업을 ‘완전 오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상
태이다.
소비자의 생태환경적 책임 활동은 소비자 및 기업, 정부 등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및 소비생활에서 나아가 후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존을 실천하는 것으로, 어느 하나의 노력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할 현세대에게 주어진 공동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해관계집단과 상호 커뮤니케
이션을 통한 의식 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효과적인 실천이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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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비자의 생태환경적 책임 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은 기업과 정부,
정부와 소비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는 자신들의
인식에 비해 기업과 정부가 과소평가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소
비자는 두 이해관계집단에 대해 오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기업과 정
부는 소비자의 실제 인식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었지만, 소
비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의 소비뿐만 아니라 사용하
고 처분하는 과정까지도 환경을 고려하는 의식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나아
가 환경의식을 갖춘 소비자단체를 통한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천연자원을 절약하고, 최대
한 자연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으며, 소비자와 협력하여 친환경적 소비생활
장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각 집단의 역할 부담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협력해 나감으로써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8] 생태환경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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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영역별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
경제적 책임
M
SD
소비자
3.97
.68
기 업
3.94
.68
t값 (MD)
.473 (0.03)
기 업
3.94
.68
정 부
3.47
.87
t값 (MD)
4.084*** (0.46)
정 부
3.47
.87
소비자
3.97
.68
t값 (MD)
4.367*** (0.50)
소비자
3.97
.68
소비자 추정 기업 3.05
.85
t값 (MD)
12.599*** (0.92)
소비자
3.97
.68
소비자 추정 정부 3.25
.78
***
t값 (MD)
10.697 (0.72)
기 업
3.94
.68
기업 추정 소비자 3.86
.57
t값 (MD)
1.424 (0.08)
기 업
3.94
.68
기업 추정 정부 3.29
.76
t값 (MD)
9.686*** (0.65)
정 부
3.47
.87
정부 추정 기업 3.25
.89
t값 (MD)
2.250* (0.22)
정 부
3.47
.87
정부 추정 소비자 3.90
.69
t값 (MD)
-4.297*** (0.43)
소비자
3.97
.68
기업 추정 소비자 3.86
.57
t값 (MD)
1.698 (0.11)
소비자
3.97
.68
정부 추정 소비자 3.90
.69
t값 (MD)
.751 (0.07)
기 업
3.94
.68
소비자 추정 기업 3.05
.85
t값 (MD)
-11.453*** (0.89)
기 업
3.94
.68
정부 추정 기업 3.25
.89
***
t값 (MD)
5.996 (0.69)
정 부
3.47
.87
기업 추정 정부 3.29
.76
t값 (MD)
1.747 (0.18)
정 부
3.47
.87
소비자 추정 정부 3.25
.78
t값 (MD)
2.024* (0.22)
**P<.01
***P<.001

측정요소
1
객관적 2
일치도
3
1
2
주관적
일치도

3
4
5
6
1
2
3

정확도
4
5
6
*P<.05

MD=|M1-M2|

사회문화적 책임
M
SD
3.87
.60
3.48
.67
6.176*** (0.39)
3.48
.67
2.67
.62
8.909*** (0.81)
2.67
.62
3.87
.60
14.332*** (1.20)
3.87
.60
2.68
.84
16.403*** (1.19)
3.87
.60
2.93
.74
***
14.032 (0.94)
3.48
.67
3.67
.62
-3.695*** (0.19)
3.48
.67
3.16
.74
5.284*** (0.32)
2.67
.62
2.53
.80
1.580 (0.14)
2.67
.62
3.53
.69
-8.812*** (0.86)
3.87
.60
3.67
.62
3.291** (0.20)
3.87
.60
3.53
.69
3.918*** (0.34)
3.48
.67
2.68
.84
-10.438*** (0.80)
3.48
.67
2.53
.80
***
9.737 (0.95)
2.67
.62
3.16
.74
-4.948*** (0.49)
2.67
.62
2.93
.74
-2.671**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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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책임 생태환경적 책임
M
SD
M
SD
3.57
.72
3.44
.69
3.44
.76
3.36
.72
1.720 (0.13)
1.151 (0.08)
3.44
.76
3.36
.72
2.68
.79
2.87
.64
7.214*** (076) 5.065*** (0.49)
2.68
.79
2.87
.64
3.57
.72
3.44
.69
8.730*** (0.89) 6.102*** (0.57)
3.57
.72
3.44
.69
2.94
.80
2.96
.68
10.279*** (0.63) 8.340*** (0.48)
3.57
.72
3.44
.69
3.10
.81
3.06
.72
***
***
6.615 (0.47) 5.840 (0.38)
3.44
.76
3.36
.72
3.61
.63
3.55
.69
-3.575*** (0.17) -4.37*** (0.19)
3.44
.76
3.36
.72
3.22
.76
3.22
.75
3.284** (0.22) 2.606* (0.14)
2.68
.79
2.87
.64
2.71
.76
2.82
.70
-.399 (0.03)
.689 (0.05)
2.68
.79
2.87
.64
3.21
.90
3.34
.73
-5.329*** (0.53) -5.721*** (0.47)
3.57
.72
3.44
.69
3.61
.63
3.55
.69
-.612 (0.04)
-1.561 (0.11)
3.57
.72
3.44
.69
3.21
.90
3.34
.73
3.023** (0.36) 1.078 (0.10)
3.44
.76
3.36
.72
2.94
.80
2.96
.68
-6.403*** (0.50) -5.732*** (0.40)
3.44
.76
3.36
.72
2.71
.76
2.82
.70
***
***
7.004 (0.73) 5.480 (0.54)
2.68
.79
2.87
.64
3.22
.76
3.22
.75
-5.149*** (0.54) -3.431** (0.35)
2.68
.79
2.87
.64
3.10
.81
3.06
.72
-3.856*** (0.42) -1.993* (0.19)

5.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영역별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
지향성 분석결과 요약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4-11>과 같다. 상호지향성 측정요소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인식 차이, 의미공유 상태, 상호지향 정도를 알아
보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수치 자체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이해관계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소비자와 기업, 정부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의 역
할을 바르게 이해하고, 상호 보완 및 개선해 나감으로써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영역별 고른 성장과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표 4-11>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
분석결과 요약
측정요소
1
객관적
2
일치도
3
1
2
주관적 3
일치도 4
5
6
1
2
3
정확도
4
5
6

소비자 인식(A)-기 업 인식(B)
기 업 인식(B)-정 부 인식(C)
정 부 인식(C)-소비자 인식(A)
소비자 인식(A)-소비자 추정 기업 인식(Ab)
소비자 인식(A)-소비자 추정 정부 인식(Ac)
기업 인식(B)-기업 추정 소비자 인식(Ba)
기업 인식(B)-기업 추정 정부 인식(Bc)
정부 인식(C)-정부 추정 기업 인식(Cb)
정부 인식(C)-정부 추정 소비자 인식(Ca)
소비자 인식(A)-기업 추정 소비자 인식(Ba)
소비자 인식(A)-정부 추정 소비자 인식(Ca)
기업 인식(B)-소비자 추정 기업 인식(Ab)
기업 인식(B)-정부 추정 기업 인식(Cb)
정부 인식(C)-기업 추정 정부 인식(Bc)
정부 인식(C)-소비자 추정 정부 인식(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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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적 문화적
책임 책임
A≒B A>B
B>C B>C
C<A C<A
A>Ab A>Ab
A>Ac A>Ac
B≒Ba B<Ba
B>Bc B>Bc
C>Cb C≒Cb
C<Ca C<Ca
A≒Ba A>Ba
A≒Ca A>Ca
B>Ab B>Ab
B>Cb B>Cb
C≒Bc C<Bc
C>Ac C<Ac

생태
시민적 환경적
책임 책임
A≒B A≒B
B>C B>C
C<A C<A
A>Ab A>Ab
A>Ac A>Ac
B<Ba B<Ba
B>Bc B>Bc
C≒Cb C≒Cb
C<Ca C<Ca
A≒Ba A≒Ba
A>Ca A≒Ca
B>Ab B>Ab
B>Cb B>Cb
C<Bc C<Bc
C<Ac C<Ac

전체
A>B
B>C
C<A
A>Ab
A>Ac
B<Ba
B>Bc
C≒Cb
C<Ca
A≒Ba
A>Ca
B>Ab
B>Cb
C<Bc
C<Ac

제5절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의 인식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비자와 기업,
정부 등의 각 집단별 대상에 맞는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인식을 알아보았
다. 또한 공통항목에 대해서는 세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등
각 집단의 인식
1.1. 소비자의 인식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
근을 통해 소비자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표 4-12>와 같이 나타났다. 소비
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중요도는 평균 4.12로 나타나, 소비자들 스스
로도 매우 높은 수준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소비자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한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평
균 4.11로 나타나 소비자교육 역시 매우 높은 수준에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소비자교육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에
도 실질적으로 소비자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3% 정도였다. 소비자교육
경험이 있는 13%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한 소비자교육의 시행
주체를 알아본 결과, 대중매체(TV, 라디오, 도서, 신문, 인터넷 등)를 통한
교육이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
매체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교육의 소비생
활 기여도 즉, 소비자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평균 3.92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도움이 되었다.’, ‘효과적이었다.’ 등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
는 소비자교육이 소비자들의 소비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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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시행되기 위해서 100%를 가장 이상
적인 기준이라고 하였을 때, 각 기관 및 단체, 소비자 개인 등의 역할은 어
떠한 비중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정부 및 공공
기관이 평균 29.15(%),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이 평균 25.23(%), 기업이 평균
21.66(%), 학교가 평균 10.51(%), 소비자 단체가 평균 10.32(%), 가정이 평균
3.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비중이 가
장 높게 나온 것을 볼 때, 소비자는 소비자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필요
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비자교육에 대한 교육비 투자 의향을 알아본 결과, 교육비용이 발생할
시 교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40.0%로 가장 높았으며, 1만원 미만이
30.5%, 1만원∼5만원 미만이 22.5%의 순으로 나타났다. 5만원 이상은 7%로
나타나 소비자교육에 대한 비용부담에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의 이해관계자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수
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평균 2.99로 나타나 소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크게 인식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그 활동이 소비자에게 직적접인 효익
으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소비자
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생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소비자에
게 보다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의 몇 %를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1%∼5% 미만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소비자가 이해관계자인 기업의 활동에까지 지원
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사회적 책임이 어느 한 주체가 감당해
야 하는 몫이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가 협력해야 한다는 의식이 상당수 자
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 긍정적인 결과이다. 반면, ‘기업 자체적으로 투자하
여 진행해야 한다.’ 즉, 지원할 의사가 없음이 31.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
나기도 하였다.
소비자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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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알아본 결과, 소비자는 평균 2.52로 지원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사회의 사회적 책임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가기 위한 사회의 지원은
미흡한 상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2>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N(%)=200(100)

문항
1)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중요도
2) 소비자교육 중요도

(5점 리커트 척도)
(5점 리커트 척도)
있다
3) 소비자교육 경험
없다
학교 정규과목
학교 특강
소비자
기업
교육 3-1) 소비자교육의 주체
민간단
체
경험
(복수응답)
정부
및
행정기관
있다
대중매체
N(%)
(T
V
,
라
디오
,
책,
신문,
인
터넷 등)
=26(100)
3-2) 소비자교육의 소비생활 기여도 (5점 리커트 척도)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4) 이상적인 소비자교육 시행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
역할 분담
소비자 단체
학교
가정
1만원 미만
1
만원∼
5만원 미만
5) 소비자교육에 대한
5
만원∼
10만원
교육비 투자 의향
10만원 이상
비용발생 시 교육 희망안함
6) 소비자 지향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도 (5점 리커트 척도)
제품/서비스 가격의 1%미만
7) 기업의 사회적 책임
1%∼5% 미만
활성화 지원 의향
5%∼10% 미만
(제품/서비스 가격의 + α )
10% 이상
지원의사 없음
8) 소비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
정부의 제도/정책적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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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또는 N(%)
4.12점 (.66)
4.11점 (.71)
26명 (13.0%)
174명 (87.0%)
6명 (15.3%)
10명 (25.6%)
2명 (5.1%)
6명 (15.3%)
4명 (10.2%)
11명 (28.2%)
3.92점 (.62)
29.15% (16.03)
21.66% (13.90)
25.23% (19.12)
10.32% (8.06)
10.51% (11.51)
3.11% (8.73)
61명 (30.5%)
45명 (22.5%)
7명 (3.5%)
7명 (3.5%)
80명 (40.0%)
2.99점 (.92)
41명 (20.5%)
65명 (32.5%)
25명 (12.5%)
6명 (3.0%)
63명 (31.5%)
2.52점 (.82)

1.2. 기업의 인식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기업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표 4-13>과 같이 나타났다. 소비자
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중요도는 평균 3.99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
준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교육에 대한 중요도를 알아본 결과, 평균 4.01로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반면 소비자교육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는 평균 3.10으로 나타나 중
요도에 비해 기업의 실질적인 관심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교육의 내용에 대한 자유 기술식 응답 결과로는
‘제품 및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이 밖에도 ‘합리적 소비’, ‘건전한 소비문화 및 윤리’ 등 기업의 활
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비자교육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소비자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시행되기 위해서 100%를 가장 이상
적인 기준이라고 하였을 때, 각 기관 및 단체, 소비자 개인 등의 역할은 어
떠한 비중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정부 및 공공
기관이 평균 27.92(%), 기업이 평균 27.43(%),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이 평균
23.70(%), 소비자 단체가 평균 10.60(%), 학교가 평균 7.94(%), 가정이 평균
2.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업은 정부 및 공공기관
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기업 역시 상당
부분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교육 시행을 위한 교육비 투자에 기업이 추정한 소비자 인식 결과,
‘교육비용이 발생할 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40.0%로
가장 높았으며, 1만원 미만이 28.5%, 1만원∼5만원 미만이 24.0%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소비자가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소비자교육을
희망할 것이라 추정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평균 3.09로 나타나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 활동 영역을 넓히고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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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업의 년 매출액
기준 몇 %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1%∼5%
미만이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10% 미만이 20.5%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나,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
가 있어야만 보다 활발히 전개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소비자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도를 알아본 결과, 기업은 평균 2.53으로 지원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소비자의 인식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
원이 소극적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표 4-13>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에 대한 기업의 인식

N(%)=200(100)

문항

1)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중요도
2) 소비자교육 중요도
3) 소비자교육 관심도

(5점 리커트 척도)
(5점 리커트 척도)
(5점 리커트 척도)

공공기관
기업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
소비자 단체
학교
정부 및

4) 이상적인 소비자교육
역할 분담

가정

5) 소비자의 소비자교육에
대한 교육비 투자 의향

1만원 미만
1만원∼5만원 미만
5만원∼10만원
10만원 이상
비용발생 시 교육 희망안함

6) 소비자 지향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도
7)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투자 정도
(년 매출액 기준 / α )

(5점 리커트 척도)

년 매출액 기준 1%미만
1%∼5% 미만
5%∼10% 미만
10%∼20% 미만
20% 이상

8) 소비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의 제도/정책적 지원도

(5점 리커트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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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또는 N(%)
3.99점 (.69)
4.01점 (.71)
3.10점 (.92)

27.92%
27.43%
23.70%
10.60%
7.94%
2.39%
57명
48명
17명
6명
72명

(16.02)
(15.32)
(16.10)
(8.53)
(7.16)
(4.59)

(28.5%)
(24.0%)
(8.5%)
(3.0%)
(40.0%)

3.09점 (.93)

26명
109명
41명
21명
3명

(13.0%)
(54.5%)
(20.5%)
(10.5%)
(1.5%)

2.53점 (.80)

1.3. 정부의 인식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정부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표 4-14>와 같이 나타났다. 소비자
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중요도는 평균 4.52로 나타나, 매우 높은 수준
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교육에 대한 중요도를 알아본 결과, 평균 4.54로 매우 높은 인식 수
준을 보였다. 반면 소비자교육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는 평균 3.71로 나타나
중요도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보통이상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교육의 내용에 대한 자유 기술식 응답 결과로는
‘소비자 권리와 책임,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방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였으며, 이 밖에도 ‘합리적 소비’, ‘소비자 윤리 및 사회적 책임’ 등 소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정보 및 의식 형성에 관한 소비자교육에 대해 중요하
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소비자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시행되기 위해서 100%를 가장 이상
적인 기준이라고 하였을 때, 각 기관 및 단체, 소비자 개인 등의 역할은 어
떠한 비중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정부 및 공공
기관이 평균 26.64(%),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이 평균 25.13(%), 기업이 평균
18.28(%), 학교가 평균 14.45(%), 소비자 단체가 평균 13.69(%), 가정이 평균
1.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
이 주도적으로 소비자교육을 추진하고, 소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교육 시행을 위한 교육비 투자에 정부가 추정한 소비자 인식 결과,
‘교육비용이 발생할 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만원 미만과 1만원∼5만원 미만이 26.0%로 동일하
게 나타났다. 정부는 소비자가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소비자교육
을 희망할 것이라 추정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평균 2.65로 나타나 비교적 낮은 인식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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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알아본 결과, 사
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참여 및 협조적 지원이 41.1%로 가장 높았으며, 규
정 및 규제에 대한 지원이 27.4%, 기업 평가에 대한 혜택지원이 19.2%의 순
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은 6.8%로 낮게 나타났다.
소비자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도를 알아본 결과, 정부는 평균 2.69로 소비자와 기업의 인식보다는 높은 수
준이지만, 정부 스스로도 지원이 높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 4-14>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인식

N(%)=73(100)

M(SD) 또는 N(%)

문항
1)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중요도

(5점 리커트 척도)

4.52점 (.60)

2) 소비자교육 중요도

(5점 리커트 척도)

4.54점 (.62)

3) 소비자교육 관심도

(5점 리커트 척도)

3.71점 (.93)

공공기관
기업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
소비자 단체
학교
정부 및

4) 이상적인 소비자교육
역할 분담

가정

1만원 미만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 10만원
10만원 이상
비용발생 시 교육 희망안함

5) 소비자의 소비자교육에
대한 교육비 투자 의향

6) 소비자 지향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도
7)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 방안

(5점 리커트 척도)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
규정 및 규제에 관한 지원
사회적 책임 활동 참여/협조지원
기업 평가에 대한 혜택지원
지원의사 없음

8) 소비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의 제도/정책적 지원도

(5점 리커트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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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 (.13.94)
18.28% (9.28)
25.13% (14.40)
13.69% (10.92)
14.45% (9.18)
1.71% (3.55)
19명
19명
6명
1명
28명

(26.0%)
(26.0%)
(8.2%)
(1.4%)
(38.4%)

2.65점 (.90)
5명
20명
30명
14명
4명

(6.8%)
(27.4%)
(41.1%)
(19.2%)
(5.5%)

2.69점 (.73)

2.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인식 차이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접
근하여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 인식 차이를 알아본 결과 <표 4-15>와 같
이 나타났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중요도는 세 집단 간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세 집단 모두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었으나, 특히 정부가 평균 4.52로 가장 높았으며,
소비자가 평균 4.12, 기업이 평균 3.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과 소
비자의 시장활동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의식과 행동을 기대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비자교육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중요도 인식 수준과 마
찬가지로 정부, 소비자, 기업의 인식 순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모두 소비자
교육에 대해 평균 4.00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소
비자교육을 통해 소비자 의식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곧 소비자의 사
회적 책임을 활성화 시키는 데에도 기여한다는 선행연구의 견해와 일치하는
결과로, 세 집단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또 이
를 위한 소비자교육의 중요성 역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시행되기 위해서 100%를 가
장 이상적인 기준이라고 하였을 때, 각 기관 및 단체, 소비자 개인 등의 역
할은 어떠한 비중으로 분배되어야 하는지 세 집단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
과, 기업과 소비자 단체, 학교에 대한 역할 분담 비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첫째, 세 집단 모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즉, 세 집단 모두 소비자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제도적 지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기업
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업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인식하였으며, 정부가 가장
낮은 비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소비자교육의 효과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업이 기업 스스로 소비자교육을 위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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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은 매우 긍정적이나, 기업이 이익
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기업을 통한 소비자교육의
경우, 기업의 사업활동과 연계된 소비자교육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
제로 기업을 통한 소비자교육의 사례를 보면, ○○카드는 ‘신용정보교육’이
라는 명칭 하에 신용관리의 중요성은 물론 올바른 카드사용 방법 및 카드사
용의 효과성 등을 교육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의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은 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에 대해서는 세 집단이 비슷한 역할비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소비자 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정부
가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기업, 소비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 단
체의 경우, 정부로부터 일정부분 지원을 받아 운용되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교육 시행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섯째,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는 정부가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기업이 가장 낮게 나타나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교육정책 및 교육제도 하에서 운영되는 학교
조직을 통해서 소비자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소비자는 접근성 좋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의 역할에
비중을 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섯째, 가정의 역할은 세 집단 모두
가장 낮은 비중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요약해 보면 집단마다 다소 인식의 차이는 나타
났지만, 각 집단 스스로의 역할 비중에 대해 어느 정도 높게 인식하고 있음
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교육이 보다 내실을 갖추기 위해
서는 다양한 주체를 통해 균형적인 교육컨텐츠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각
주체들의 상호 역할 보완을 통해 소비자의 의식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를 성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세 집단
의 인식 차이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업의 인
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의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업 스스
로는 사회적 책임 활동이 ‘보통’ 수준에서 소비자의 소비생활을 돕는 방향으
로 수행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정부와 소비자의 인식 수준은 그보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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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보다 실질적인 사회적 효
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역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비자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도는 세 집단 간 비슷한 인식 수준을 보였다. 전반적인 인식 수준이 ‘보통’
이하로 나타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독
려하고 지원해 주는 정부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
다. 정부는 소비자와 기업에게 공통의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다.
<표 4-15>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인식 차이
문항

1)
2)

3)

4)
5)

소비자(A)
4.12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중요도
(.66)
4.11
소비자교육 중요도
(.71)
29.15
정부 및 공공기관
(16.03)
21.66
기업
(13.90)
25.23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 (19.12)
이상적인 소비자교육
역할 분담
10.32
소비자 단체
(8.53)
10.51
학교
(11.51)
3.11
가정
(8.73)
2.99
소비자 지향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도
(.92)
소비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2.52
정부의 제도/정책적 지원도
(.82)

*P<.05

Da)

**P<.01

***P<.001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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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기 업(B)
3.99
(.69)
4.01
(.71)
27.92
(16.02)
27.43
(15.32)
23.70
(16.10)
10.60
(5.83)
7.94
(7.16)
2.39
(4.59)
3.09
(.93)
2.53
(.80)

정 부(C)
4.52
(.60)
4.54
(.62)
26.64
(13.94)
18.28
(9.28)
25.13
(14.40)
13.69
(10.92)
14.45
(9.18)
1.71
(3.55)
2.65
(.90)
2.69
(.73)

F비
(Da)
16.759***
(B,A<C)

15.775***
(B,A<C)
.751

14.786***
(C,A<B)
.444

4.259*

(A,B<C)

12.937***

(B<A<C)
1.366

5.908**

(C<A,B)
1.378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Chaffee와 McLeod(1968)의 상호지향성 모델을 확장
적용하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인식 차
이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객관적 일치도 분석에서는 소비자와 기업, 기
업과 정부, 정부와 소비자 간의 실제 인식이 모두 유의한 차이 즉, 객관적
불일치를 보였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소비자는 기업과 정부의 인
식 보다 스스로를 다소 높은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
평가가 후하게 작용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정부는 다른 두 집단
에 비해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역할이 사회의 법과 정책,
제도적인 지원과 규제 등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평가하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관적 일치도 분석에서는 정부의 인식과 정
부가 추정한 기업 인식 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 일방적 인식의 불일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확도 분석에서는
소비자의 인식과 기업이 추정한 소비자 인식 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오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상호지향 상태를 살펴보면, 소비자는 기
업과 정부 모두 ‘완전 오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상태이며, 기업은 소비
자를 ‘불균형 이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정부를 ‘완전 오해’ 및 일방적 인
식 불일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 ‘완전 오해’
상태이나 일방적 인식에 있어서는 소비자는 불일치, 기업은 일치 상태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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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소비자는 이해관계자인 기업과 정부의 인
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두 집단이 자신을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소비자
집단이 두 집단에 비해 조직적이지 못하고, 집단 내에서도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과 지식수준이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는 소비자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
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자기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방
법을 모색하고, 소비자는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인식은 오해
하고 있다. 소비자와는 시장 활동을 통해 대면하게 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
에 직접적인 관찰에 의한 평가일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반면, 정부와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그에 대한 사회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간에도 유
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정부도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집단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이해하
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 또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
고 있었다. 정부가 사회 전반의 법과 정책, 지원과 규제 제도를 마련하고 수
행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집단에 대한 이해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입장과 기업의 생각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적합한 정책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영역별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

지향성을 분석하였다.
경제적 책임 활동에 대한 상호지향 상태를 살펴보면, 소비자는 기업을 ‘그
릇된 오해’ 및 일방적 인식의 불일치 상태, 정부를 ‘완전 오해’ 및 일방적 인
식 불일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소비자를 ‘완전 이해’ 및 일방적
인식 일치 상태, 정부를 ‘불균형 이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상태였으며,
정부는 소비자를 ‘그릇된 이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상태, 기업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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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책임 활동에 대한 상호지향 상태를 살펴보면, 소비자는 기업
과 정부 모두 ‘완전 오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상태이다. 기업 역시 소비
자와 정부 모두 ‘완전 오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상태이다. 정부는 소비
자와 기업 모두 ‘완전 오해’ 상태이나, 일방적 인식에 있어서는 소비자는 불

일치, 기업은 일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적 책임 활동에 대한 상호지향 상태를 살펴보면, 소비자는 기업을 ‘그
릇된 오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정부를 ‘완전 오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
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소비자를 ‘완전 이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정부를 ‘완전 오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상태였으며. 정부는 소비
자와 기업 모두 ‘완전 오해’ 상태이나 일방적 인식에 있어서는 소비자는 불
일치, 기업은 일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환경적 책임 활동에 대한 상호지향 상태를 살펴보면, 소비자는 기업
을 ‘그릇된 이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정부를 ‘완전 오해’ 및 일방적 인
식 불일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소비자를 ‘완전 이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정부를 ‘완전 오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상태였으며, 정부는
소비자를 ‘불균형 이해’ 및 일방적 인식 불일치, 기업을 ‘완전 오해’ 및 일방
적 인식 불일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세 집단 간의 의미공유가 미흡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소비자는 모든 사회적 책임 활동 영역에서 기업과 정부에
대해 일방적 인식의 불일치뿐만 아니라 오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해관
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대에 대한 인식
도 무지하다 할 수 있다. 기업은 소비자를 사회문화적 책임 활동에 대해 ‘완
전 오해’ 상태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 대해 ‘완전 이해’ 상태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사업활동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족함이 있다. 반면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경제
적 책임 활동에 대해 ‘불균형 이해’ 상태인 것을 제외하고는 ‘완전 오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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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정부와의 소통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와 기업의 실제 인식과도 현저한 차
이를 보였다. 정부는 소비자를 경제적 책임 활동과 생태환경적 책임 활동에
대해 ‘불균형 이해’ 상태였으며, 사회문화적 책임과 시민적 책임 활동에 대
해서는 ‘완전 오해’ 상태였다. 정부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정
책을 수립하고, 제도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방적 인식의 불일치와
오해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점차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상호 의미공유와 이해를 통해 정부는 소비자에게 든든한 조력자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일방적 인식은 일치였던 반면, 기업의 인식에 대해서는
‘완전 오해’ 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소비자’에
대한 관점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이해관계자인 기업에 대한 인식 파악은 미
흡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셋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의
인식을 각 집단별로 알아보고, 주요 사항에 대해 세 집단 간의 상호인식 차
이를 분석하였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중요도에 대해서는 정부, 소비자, 기업의 순으
로 나타나 세 집단 모두 높은 수준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통계
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부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소비자의 사회
적 책임을 인식한 이유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의식 향상으로 소비자문제
를 비롯한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 스스로
의 중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소비자 의식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의미
한다고 사료된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소비자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한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에 의거하여, 세 집단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정부, 소비자, 기업의 순으로 나타나 세 집단 모두 높은 수준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소비자교육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연계하여 보았을 때 각 집단의 중요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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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소비자교육의 중
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대상 응답자의 13%만이
소비자교육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기업과 정부의 관심도 역시, 중요도 인식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교육의 적극적인 실천이 미
흡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식에서 나아가 현실적인 정책 마련과 지원
방안이 상호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소비자교육 시행을 위한 각 주체들의 이상적인 역할 분담에 대
한 인식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세 집단 모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 또한 높은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기업의 경우,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기업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의 경우, 다른 집단보다 소비
자 단체의 역할과 학교의 역할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집
단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교육 시행 주체에 대한 인식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소비자교육을 시행하는 각 주체들에 따라서도 교육
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일 것이며, 각 주체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발휘되는 역량도 상이할 것이다. 각 집단과 시행
주체들은 소비자교육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상호 의미공유를 통해
조화롭게 제 역할들을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비자교육에 대한 교육비 투자 의향에 대해 소비자는 응답자의 40% 이
상이 ‘비용발생 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기업과 정부 역시 이와 같
은 소비자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최소의 투자로 최상의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이상적인 소비자교육 대안을 세 집단은 함께 고
민해야 할 것이다. 즉, 정부의 지원 정책과 기업의 재원,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일찍이 활발히 수행되어지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소비자를
위한’ 즉, ‘소비자 지향적인 방향’으로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세 집단 모두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정부는 ‘보통 이하’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주로 사회공헌활동 즉, 취약계층에 대한 기
부와 봉사활동에 맞추어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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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범위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실질적
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간다면,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
미지 상승에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까
지 독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비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세
집단 모두 ‘보통 이하’의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 정부의 사회적 책임 관심
도에 비해 미흡한 지원 노력에 대해서는 문제의 파악과 현실적인 개선이 요
구된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 및 당위성을 바탕으로 활
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비자와 이해관계자 즉, 기업과 정부의 인식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소비자와 기업, 정부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
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모든 인간은 소비자이며
생활자라는 측면에서 기업과 정부의 조사대상자 또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의 주체자로서 예외가 없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의 성격과 그 속에서의 역할에 따라 동일한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속
해있는 사회적 집단에 따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형태도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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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언 및 시사점
소비자 중심적인 현대사회에서 소비자 주권이 강화되고 위상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누리게 된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정책 및 역할수행에 대한 구체
적인 가이드라인, 사회구성원 전반이 합의할 수 있는 평가 척도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결정되고, 경제구도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며, ‘소비자의 역량’이 소비자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정책 방향에 있어
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비자’로서의 역량강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
다. 소비자정책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인 소비자와 이해관계자인 기업과 정부, 소비자단체 등이 적극 참여
해야 함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소비자의 사회
적 책임이 소비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상충되거나 상회함이 없이 적
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이 마련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규제정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Amao(2007)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유도·촉진하기 위
한 정책 및 법제의 형식은 기존의 행정규제, 형사규제 등과 같은 강제적 법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규제방식인 성찰적 규제(Reflexive regulation)의 관점
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정책이 유연하고 협력적으
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 간 논의와 합의를 통한 적절
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책임의 영역별로 소비
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
다. 심영(2009)은 개인적/사적 차원과 집단적/공적 차원에서 소비자의 사회
적 책임 역할을 개념화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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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준에 따라,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한 구체적인 달성 목표 및 소비자들
이 체감할 수 있는 달성 효과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체계와
소비자의 실천적 역할활동을 설명한다면 보다 실효성을 갖춘 소비자의 사회
적 책임 가이드라인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인
ISO26000을 참고하여 큰 틀을 맞춰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연계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역할 활동을 모색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소비자와 기업, 정부가 각각 내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소
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각
집단의 입장과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와 기업, 정부 등 사회구성원들이 납득
하고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정교화 및 정량화 된 평가척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비자와 기업, 정부를 주체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 지속적인 상호교류 및 피드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소비자의 사회
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향 상태를 살펴
본 결과, 집단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집단 간의 상호지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
여,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의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안해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균형과 발
전을 위한 경쟁정책과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소비자정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관의 주요기능과 연계하여, 사회적 책임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기업의 활동과 소비자의 활동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자체를 포함하는 정부
의 활동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서 집단 간 공감과 이해, 합의와 수용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세 집단 간의 상호지향성은 긍정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차적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협력체계를 확립해 나가면서, 점차 2차적 이해관계자까지 연계하여 참여시
킨다면, 보다 이상적인 협력체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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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비자 스스로의 판단 아래 행동으로 이행
될 수 있게 하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잘못된 소비자 의식에 대해서는 사회문제로써 언론을 통해 자주 표출되고
있는 반면,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소비자 상에 대해서는 소비자 개개인이 인
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조직화 되어있지
않은 절대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
임을 알리고, 활동을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는 소비자와 사회 간의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위해 방송매체를 통한 공
익광고를 제안해 볼 수 있다. 공익광고협의회는 학계·언론계·광고계·정부·소
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사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의 이득을 도
모하는 공익광고를 기획 및 제작하고 있다. 공익광고는 효과적인 설득수단
으로서의 위력을 가지고 있어, 이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를
위해 활용한다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책임 의식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책임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넷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교육의 체계적 강화가
필요하다. 소비자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소비자학 연구에서 당위적으로 언급
되었던 주요 이슈 중에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역시 소비자와 기업, 정부는
그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재확인 하였다. 그렇지만 효과적으로 소
비자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우리 사회
에서 수용 가능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소비자교육은 구매단계에서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 구매 후
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처방법 등 소비자 보호 및 주권 확보에 그 목적과 기
초를 두었다. 이제는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행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
향,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 의식과 역할에 목적과 기초를 둔 소비자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를 위해 ‘누가, 어떻게’ 소비자교육
을 전개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소비자교육의 시행
방안으로는 먼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기업과 소비자, 소비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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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학교, 가정 등이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소비자교육 정책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집단의 성격과 특징, 기능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교육
이라는 큰 틀에서 효과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 및 공
공기관은 소비자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기업은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
고, 소비자는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학교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소비자
단체는 교육인력을 파견하고, 가정은 이를 적극 독려하는 것이다. 혹은 집단
의 성격과 특징, 기능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교육의 시행주체로서 소비자교
육 내용 영역별로 전문화 시키는 것이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교육 내용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
사결정 과정과 행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참여행동 능력을 교육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자교육의 접근성 향상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
다.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은 소비자가 소비자교육을 원한다면 손쉽게, 가까
이서,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연령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모색해 보
면, 먼저 아동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선호하는 게임 및 장난감, 체험활동 시
설, 애니메이션 등의 방송매체 등을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하여, 쉽고, 자연
스럽게 소비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소
비자를 대상으로는 학교 정규 시간표에 편성되어 있는 CA(Club activities)
시간을 활용하여 소비자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학교라는 공식적 교
육기관 안에서 시행함으로써 비용절감과 높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성인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e-learning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m-learning
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소비자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노인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노인정, 경로당 등 마을 커뮤니티를 통해 소비자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접근성을 높인 소비자교
육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비자교육 정책에 참
여하는 각 집단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 긍정적 이해와 협력이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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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소비자와 기업, 정부 등 각 집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볼
수 있다. 먼저 소비자는 자신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객관적인 잣대로
재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업을 비롯한 여타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정부의 사회적 책임 관련 소비자
정책과 제도에 관심을 갖고, 이를 준수하는 한편,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 보완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다.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역
할 및 책임을 인식하고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비자교육을 평생교육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소비자교육
비에 대해 ‘비용’의 개념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손해’가 아닌 ‘삶의 가치
향상’이라는 개념으로 수용하는 보다 여유로운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하겠다.
기업은 소비자 보다 앞서 이미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비자와 조화롭게 상생해야 함을 인식하여,
사회적 책임 활동의 방향성을 조언하는 한편, 소비자지향적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상호지향성 분석결과, 기업은 소비자를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해의 방향은 쌍방향 소통을 통한 것이 아닌, 기업 일방의
불균형적 이해 상태였다. 소비자를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인정하여, 커뮤니케
이션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 ‘이해의 관계’
가 아닌 ‘상생의 관계’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하겠다.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에 있어서 현저히 낮은 상호지향 상태를 보
이고 있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보다 이성적이고, 엄격한 잣대
에 의해 평가되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우선 정부
의 관점에서가 아닌, 각 집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
다. 그들은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생각과 판단을 하였는지, 영향을 미친 요
인은 무엇이 있는지 등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입장의 일방적
인 기준이 아닌 기업 및 소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대와 요구를 조
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에 따른 적절한 지원 및 보상체계
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독려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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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은 ‘기업 혹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같
이, 각 주체별 독립된 활동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나아가 전
세계 지구촌, 우리 세대의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써 융합되어 전개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는 사회적 책임의 주체로 기업의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또 다른 주체로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주목하고, 실증적 연구방법을 통해 그 중요성과 당위성을 재확인하였다. 또
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
해 사회적 책임의 당사자인 소비자를 비롯하여 이해관계자인 기업과 정부의
인식까지 실증적이고, 다각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기업 조직 및 환경을 논할 때 주로 언급되어지는 ‘이해
관계자’라는 용어의 개념적 고찰을 통해,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의 이해관
계자’에 대한 개념정립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이해관계자를
소비자의 활동과 의사결정 등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정도에 따라 1차적 이해
관계자와 2차적 이해관계자로 분류하였다. 이는 추후 소비자학 연구에 있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그간 소비자학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다소 생소한 분야로
여겨졌었다. 소비자학 관점에서 소비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작용 연구는
필요도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시도는 미흡한 실정이었으며, 소비자
와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 관계를 고려하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시도된 바 없었다. 본 연구는 소비
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이해관계자 즉, 기업과 정부 간의
상호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Chaffee와 McLeod(1968)의 상호지향성 모델을
확장 적용해 봄으로써 연구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넷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인식
차이 분석뿐만 아니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의 제언을 참고하여 소비자와 이해관계자의 인식
을 측정하였다. 또한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을 당위적으로 언급하는 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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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지 않고, 세부적으로 교육주체, 교육방법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시
도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은 향후 활성화 계획 수립에 있어 실효성 있는, 의
미 있는 기초자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 소비자 집단의 경우, 소비자로서의 입장과
중복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로서의 입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근로활동
경험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부가 포함되어 있는
여성 집단의 비율이 높고, 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연령이 낮은 집단의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는 등의 집단 내 특정한 성별과 연령대가 편중된
경향이 있다. 또한 기업 집단의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응답하기 위한 조건
으로 근무년수 5년 이상의 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나, 기업종사자 역시 소비자이기도 하기에 응답과정에서 응답자 내적인 인
지왜곡으로 소비자의 입장이 개입되었을 경우를 배제하지 못하였다. 한편,
기업의 업종, 직무에 따라 기업종사자 내에서도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
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기업 전체의 인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부
족함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집단의 대표성을 갖으면서도 세분화되고, 고
르게 분포된 조사대상자를 확보하여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측정
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였다. 엄격한 문항 정제과정으로 신뢰성과 타당성
은 높은 수준에서 확보되었으나, 실제 분석에는 다수의 문항이 활용되지 못
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문항수를 확보하여 보다 정교한
측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차원에서 상호지향성 모델을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확장 적용하여 사회적 책임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
자 간의 상호지향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영역을 확장하여 행동적 차원에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 방안까지 모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 분야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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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소비자 대상 설문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설문 조사지

본 설문 조사지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기업 정부 간의
상호인식 차이를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연구의 소중
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어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활성화 방안 및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설문 조사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잘 읽어 보시고 솔직
하고 진지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를 위
한 분석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이외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
을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

,

.

,

.

.

2014. 07. 00

지도교수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김 시 월
연 구 자 건국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정보학 전공 박사과정 김 혜 연
:

:

(hey0116@konkuk.ac.kr)

[

응답방법

] ------------------------------------------------------------------------------------

본 설문지는 동일한 문항에 대하여
소비자 자신의 생각
소비자가 추측하는 기업의 생각
소비자가 추측하는 정부의 생각을 각각 묻고 있습니다
(1)
(2)
(3)

.

※ 설문지에 응답하기 전 다음을 읽어주세요 ※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이란 소비자의 결정과 행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비자 스스로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으로는
첫째, 경제적 책임은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회문화적 책임은 과소비, 과시소비, 모방소비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건전한 소비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시민적 책임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법,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고, 공동
체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생태환경적 책임은 환경을 생각하여 환경친화적 소비 및 행동을 실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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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비자로서 자신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십시오
.

.

.

매우 그렇다

⑤

그렇다

④

--------------

보통이다

--------------

③

그렇지않다

--------------

②

전혀 그렇지않다

--------------

①

소비자로서 스스로 평가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 정도 ⑤ ④ ③ ② 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적 효용 만족 을 극대화
시키는 소비를 한다
신용소비사회에서 연체 체납 파산 등으로 신용불량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신용을 관리한다
상품의 상징적 가치 소비를 통해 정서적 감각적
즐거움과 만족감 가 아닌 상품의 실용적 가치 제품 및
서비스의 편리함과 유익함 에 의해 소비한다
체면 허세에 의한 과시소비를 추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무조건적으로 유행과
트렌드를 따르는 동조소비를 추구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인지하고 행사한다
※ 소비자의 권리  보호받을 권리 ‚ 지식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ƒ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 의사를 반영할 권리 … 보상
을 받을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단체를 조직할 권리
ˆ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책임을 실천한다
※ 소비자의 책임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책임 ‚ 지식 정보를 습득하는데 노력할 책임 ƒ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책임
상거래 질서 및 소비 자 윤리 등을 인지하고 준수한다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관심을 갖고 구매 및 사용한다
아나바다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 쓰는 운동에 참여한다
물 에너지 등 자원을 아끼고 절약한다
1)

.

2)

(

)

.

3)

/

,

.

4)

(

,

)

(

)

5)

.

/

.

6)

.

7)

.

:

/

8)

.

:

/

9)

(

)

.

10)

.

11)

12)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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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기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십시오
.

.

매우 그렇다

⑤

1)

.

그렇다

--------------

④

보통이다

③

--------------

그렇지않다

--------------

②

(

3)

)

.

/

,

.

4)

(

,

)

(

)

.

5)

/

.

6)

.

7)

.

8)

.

9)

--------------

①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기업의 평가
⑤④③ ②①
기업은 소비자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적 효용
만족 을 극대화 시키는 소비를 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신용소비사회에서 연체 체납 파산 등으로
신용불량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신용을 관리한다고 평가
할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상품의 상징적 가치 소비를 통해
정서적 감각적 즐거움과 만족감 아닌 상품의 실용적
가치 제품 및 서비스의 편리함과 유익함 에 의해 소비
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체면 허세에 의한 과시소비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평가 할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무조건적으로
유행과 트렌드를 따르는 동조소비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인지하고 행사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책임을 실천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상거래 질서 및 소비 자 윤리 등을
인지하고 준수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관심을 갖고
구매 및 사용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아나바다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
쓰는 운동에 참여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물 에너지 등 자원을 아끼고 절약
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

2)

전혀 그렇지않다

(

)

.

10)

.

11)

(

)

1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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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십시오
.

.

매우 그렇다

⑤

1)

.

그렇다

--------------

④

보통이다

③

--------------

그렇지않다

--------------

②

(

3)

)

.

/

,

.

4)

(

,

)

(

)

.

5)

/

.

6)

.

7)

.

8)

.

9)

--------------

①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정부의 평가
⑤④③ ②①
정부는 소비자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적 효용
만족 을 극대화 시키는 소비를 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신용소비사회에서 연체 체납 파산 등으로
신용불량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신용을 관리한다고 평가
할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상품의 상징적 가치 소비를 통해
정서적 감각적 즐거움과 만족감 아닌 상품의 실용적
가치 제품 및 서비스의 편리함과 유익함 에 의해 소비
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체면 허세에 의한 과시소비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무조건적으로
유행과 트렌드를 따르는 동조소비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인지하고 행사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책임을 실천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상거래 질서 및 소비 자 윤리 등을
인지하고 준수한다고평가할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관심을 갖고
구매 및 사용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아나바다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
쓰는 운동에 참여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물 에너지 등 자원을 아끼고 절약
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

2)

전혀 그렇지않다

(

)

.

10)

.

11)

(

)

1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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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와 관련하여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

1.

.

소비자로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 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매우 중요하지 않다

? (

)

.

2.

소비자로서 소비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 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매우 중요하지 않다

? (

)

.

3.

귀하의 소비자교육 경험은
① 있다
이어서 응답
? (

(3-1, 3-2

3-1.

)

② 없다 번으로 이동
(2

)

소비자교육 경험이 있다면 교육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① 학교 정규교육
② 학교 특강
③ 기업
④ 민간단체
⑤ 정부 및 행정기관
⑥ 라디오 책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 ⑦ 기타

? (

TV,

3-2.

)

,

,

,

)

(

)

소비자교육 경험이 있다면 교육내용은 소비생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

)

.

4.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소비자교육을 시행하는데 있어 전체의 합이
라 하였
을 때 다음의 대상들이 각각 어떠한 비율로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및 공공기관
(
) %
+ 기업
(
) %
+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
(
) %
+ 소비자단체
(
) %
+ 학교
(
) %
+ 기타
(
) %
이상적인 소비자교육 달성
100 %
100%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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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는 소비자교육을 받기 위해 어느 정도의 교육비를 투자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만원 미만
② 만원 이상 만원 미만
③ 만원 이상 만원 미만
④ 만원 이상
⑤ 비용발생 시 소비자교육 희망 안함
⑥ 기타

? (

)

1
1

~ 5

5

~ 10

10

(

6.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잘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

)

.

7.

귀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활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입한
제품 서비스 가격의 어느 정도를 추가 지불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제품 서비스 가격의 미만
② 제품 서비스 가격의 이상
미만
③ 제품 서비스 가격의 이상
미만
④ 제품 서비스 가격의
이상
⑤ 지불할 의사 없음
⑥ 기타
/

? (

/

1%

/

1%

~ 5%

/

5%

~ 10%

/

10%

(

8.

)

)

소비자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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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인구통계적 자료를 위한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기술
하거나 ✔표를 해주십시오
.

.

.

1.

2.

3.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 (

)

귀하의 연령은 만

세

?

귀하의 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업 미만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 재학 중 전문대 포함 ④ 대학 졸업 전문대 포함
⑤ 대학원 이상 대학원 재학 포함
? (

)

(

)

(

4.

5.

6.

7.

8.

? (

)

③ 무직 취업준비생 포함
(

귀하의 결혼유무는
① 미혼 ② 기혼

? (

? (

④기타

)

(

)

)

)

② 세종특별자치시
⑥ 대구광역시
⑩ 강원
⑭ 경북

③ 인천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⑪ 충남
⑮ 전남

귀하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월 평균

만원

귀하의 월 평균 개인 용돈은 월 평균

만원

?

?

****

)

)

귀하의 직업은
① 학생 ② 주부

귀하의 거주지는
① 서울특별시
⑤ 광주광역시
⑨ 경기
⑬ 경남
⑰ 제주

(

④ 대전광역시
⑧ 부산광역시
⑫ 충북
⑯ 전북

바쁘신 중에도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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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기업종사자 대상 설문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설문 조사지

본 설문 조사지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기업 정부 간의
상호인식 차이를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연구의 소중
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어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활성화 방안 및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설문 조사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잘 읽어 보시고 솔직
하고 진지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를 위
한 분석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이외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
을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

,

.

,

.

.

2014. 07. 00

지도교수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김 시 월
연 구 자 건국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정보학 전공 박사과정 김 혜 연
:

:

(hey0116@konkuk.ac.kr)

[

응답방법

] ------------------------------------------------------------------------------------

본 설문지는 동일한 문항에 대하여
기업의 생각
기업이 추측하는 소비자의 생각
기업이 추측하는 정부의 생각을 각각 묻고 있습니다
(1)
(2)
(3)

.

※ 설문지에 응답하기 전 다음을 읽어주세요 ※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이란 소비자의 결정과 행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비자 스스로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으로는
첫째, 경제적 책임은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회문화적 책임은 과소비, 과시소비, 모방소비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건전한 소비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시민적 책임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법,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고, 공동
체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생태환경적 책임은 환경을 생각하여 환경친화적 소비 및 행동을 실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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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십시오
.

.

.

매우 그렇다

⑤

그렇다

--------------

④

보통이다

--------------

③

그렇지않다

--------------

②

전혀 그렇지않다

--------------

①

기업이 생각하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정도
⑤ ④ ③ ② ①
소비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적 효용 만족 을
극대화 시키는 소비를 한다
소비자는 신용소비사회에서 연체 체납 파산 등으로 신용
불량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신용을 관리한다
소비자는 상품의 상징적 가치 소비를 통해 정서적 감각적
즐거움과 만족감 가 아닌 상품의 실용적 가치 제품 및
서비스의 편리함과 유익함 에 의해 소비한다
소비자는 체면 허세에 의한 과시소비를 추구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무조건적으로 유행과
트렌드를 따르는 동조소비를 추구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인지하고 행사한다
※ 소비자의 권리  보호받을 권리 ‚ 지식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ƒ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 의사를 반영할 권리
… 보상을 받을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단체를 조직할
권리 ˆ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책임을 실천한다
※ 소비자의 책임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책임 ‚ 지식 정보를 습득하는데 노력할 책임 ƒ 소비생활 향
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책임
소비자는 상거래 질서 및 소비 자 윤리 등을 인지하고
준수한다
소비자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관심을 갖고 구매 및
사용한다
소비자는 아나바다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 쓰는 운동에
참여한다
소비자는 물 에너지 등 자원을 아끼고 절약한다
1)

.

2)

(

)

.

3)

/

,

.

4)

(

,

)

(

)

5)

.

/

.

6)

.

7)

.

:

/

8)

.

:

/

9)

(

)

.

10)

.

11)

(

/

/

/

)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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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
하는 곳에 ✔표를 해주십시오
.

.

.

매우 그렇다

⑤

그렇다

--------------

④

보통이다

③

--------------

그렇지않다

--------------

②

전혀 그렇지않다

--------------

①

기업 입장에서 추측한
소비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자신의 사회적 책임 활동 ⑤ ④ ③ ② ①
소비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다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적 효용 만족 을
극대화 시키는 소비를 한다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다
소비자는 신용소비사회에서 연체 체납 파산 등으로
신용불량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신용을 관리한다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다
소비자는 상품의 상징적 가치 소비를 통해 정서적 감각적
즐거움과 만족감 가 아닌 상품의 실용적 가치 제품 및
서비스의 편리함과 유익함 에 의해 소비한다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다
소비자는 체면 허세에 의한 과시소비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무조건적으로 유행과
트렌드를 따르는 동조소비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다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다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책임을
실천한다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다
소비자는 소비자가 상거래 질서 및 소비 자 윤리 등을
인지하고 준수한다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다
소비자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관심을 갖고 구매 및
사용한다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다
소비자는 아나바다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 쓰는 운동에
참여한다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다
소비자는 물 에너지 등 자원을 아끼고 절약한다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다
1)

.

2)

(

)

.

3)

/

,

.

4)

(

,

)

(

)

.

5)

/

.

6)

.

7)

.

8)

.

9)

(

)

.

10)

.

11)

(

/

/

/

)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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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정부 및 공공기관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십시오
.

.

.

매우 그렇다

⑤

그렇다

--------------

④

보통이다

③

--------------

그렇지않다

--------------

②

전혀 그렇지않다

--------------

①

기업 입장에서 추측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⑤ ④ ③ ② ①
정부 및 공공기관의 평가
정부 및 공공기관은 소비자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평가할 것
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소비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적 효용 만족 을 극대화 시키는 소비를 한다고 평가
할 것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소비자가 신용소비사회에서 연체 체납
파산 등으로 신용불량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신용을
관리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소비자가 상품의상징적 가치 소비를
통해 정서적 감각적 즐거움과 만족감 가 아닌 상품의
실용적 가치 제품 및 서비스의 편리함과 유익함 에
의해 소비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소비자가 체면 허세에 의한 과시
소비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것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소비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무조건적으로 유행과 트렌드를 따르는 동조소비를 추구
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것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인지하고 행사한다고 평가할 것
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
하고 있는 소비자의 책임을 실천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소비자가 상거래 질서 및 소비 자
윤리 등을 인지하고 준수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관심을 갖고 구매 및 사용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소비자가 아나바다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 쓰는 운동에 참여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소비자가 물 에너지 등 자원을
아끼고 절약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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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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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와 관련하여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

1.

.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 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매우 중요하지 않다

? (

)

.

2.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 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매우 중요하지 않다

? (

)

.

3.

기업은 현재 소비자교육 시행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관심 있다
② 관심 있다
③ 보통 이다
④ 관심 없다
⑤ 매우 관심 없다

? (

)

.

4.

5.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교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주관식
?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교육을 시행하는데 있어 전체의 합이
라 하였을 때
다음의 대상들이 각각 어떠한 비율로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정부 및 공공기관
(
) %
+ 기업
(
) %
+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
(
) %
+ 소비자단체
(
) %
+ 학교
(
) %
+ 기타
(
) %
이상적인 소비자교육 달성
100 %
10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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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가 소비자교육을 받기 위해 어느 정도의 교육비를 투자할
의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십니까
① 만원 미만
② 만원 이상 만원 미만
③ 만원 이상 만원 미만
④ 만원 이상
⑤ 비용발생 시 소비자교육 희망 안함
⑥ 기타
? (

)

1
1

~ 5

5

~ 10

10

(

7.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잘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

)

.

8.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활발히 수행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년 매출액 기준 미만
② 년 매출액 기준 이상
미만
③ 년 매출액 기준 이상
미만
④ 년 매출액 기준 이상
미만
⑤ 년 매출액 기준 이상
⑥ 기타
? (

)

1%
1%

~ 5%

5%

~ 10%

10%

~ 20%

20%

9.

(

)

소비자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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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인구통계적 자료를 위한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기술
하거나 ✔표를 해주십시오
.

.

.

1.

2.

3.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귀하의 연령은 만
세
귀하의 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업 미만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 재학 중 전문대 포함 ④ 대학 졸업 전문대 포함
⑤ 대학원 이상 대학원 재학 포함
귀하의 직업은
① 학생 ② 주부 ③ 무직 취업준비생 포함 ④기타
귀하의 결혼유무는
① 미혼 ② 기혼
귀하의 거주지는
① 서울특별시 ② 세종특별자치시 ③ 인천광역시 ④ 대전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대구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부산광역시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남
⑫ 충북
⑬ 경남
⑭ 경북
⑮ 전남
⑯ 전북
⑰ 제주
귀하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월 평균
만원
? (

)

?

? (

)

(

)

(

4.

(

)

? (

)

(

5.

6.

7.

8.

9.

)

? (

? (

)

(

)

)

)

?

귀하의 월 평균 개인 용돈은 월 평균

만원

?

귀하가 재직 중인 기업의 업종은
① 제조업
② 건설업
③ 운수 및 통신업
⑤ 서비스 및 유통업 숙박 및 음식점업 포함
⑦ 보건 및 사회복지업
⑧ 기타
귀하의 근무 년수는
년
? (

)

(

④ 금융 및 보험업
⑥ 교육서비스업

)

(

10.

11.

)

?

귀하의 근무 부서와 직급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근무 부서
직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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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록 3]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설문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설문 조사지

본 설문 조사지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기업 정부 간의
상호인식 차이를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연구의 소중
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어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활성화 방안 및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설문 조사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잘 읽어 보시고 솔직
하고 진지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를 위
한 분석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이외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
을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

,

.

,

.

.

2014. 07. 00

지도교수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김 시 월
연 구 자 건국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정보학 전공 박사과정 김 혜 연
:

:

(hey0116@konkuk.ac.kr)

[

응답방법

] ------------------------------------------------------------------------------------

본 설문지는 동일한 문항에 대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생각
정부 및 공공기관이 추측하는 소비자의 생각
정부 및 공공기관이 추측하는 기업의 생각을 각각 묻고 있습니다
(1)
(2)
(3)

.

※ 설문지에 응답하기 전 다음을 읽어주세요 ※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이란 소비자의 결정과 행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비자 스스로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으로는
첫째, 경제적 책임은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회문화적 책임은 과소비, 과시소비, 모방소비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건전한 소비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시민적 책임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법,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고, 공동
체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생태환경적 책임은 환경을 생각하여 환경친화적 소비 및 행동을 실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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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십시오
.

.

매우 그렇다

⑤

.

그렇다

--------------

④

보통이다

--------------

③

그렇지않다

--------------

②

전혀 그렇지않다

--------------

①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생각하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정도 ⑤ ④ ③ ② ①
소비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적 효용 만족 을
극대화 시키는 소비를 한다
소비자는 신용소비사회에서 연체 체납 파산 등으로 신용
불량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신용을 관리한다
소비자는 상품의 상징적 가치 소비를 통해 정서적 감각적
즐거움과 만족감 가 아닌 상품의 실용적 가치 제품 및
서비스의 편리함과 유익함 에 의해 소비한다
소비자는 체면 허세에 의한 과시소비를 추구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무조건적으로 유행과
트렌드를 따르는 동조소비를 추구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인지하고 행사한다
※ 소비자의 권리  보호받을 권리 ‚ 지식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ƒ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 의사를 반영할 권리
… 보상을 받을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단체를 조직할
권리 ˆ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책임을 실천한다
※ 소비자의 책임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책임 ‚ 지식 정보를 습득하는데 노력할 책임 ƒ 소비생활 향
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책임
소비자는 상거래 질서 및 소비 자 윤리 등을 인지하고
준수한다
소비자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관심을 갖고 구매 및
사용한다
소비자는 아나바다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 쓰는 운동에
참여한다
소비자는 물 에너지 등 자원을 아끼고 절약한다
1)

.

2)

(

)

.

3)

/

,

.

4)

(

,

)

(

)

5)

.

/

.

6)

.

7)

.

:

/

8)

.

:

/

9)

(

)

.

10)

.

11)

(

/

/

/

)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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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십시오
.

.

.

매우 그렇다

⑤

그렇다

--------------

④

보통이다

③

--------------

그렇지않다

--------------

②

전혀 그렇지않다

--------------

①

정부 및 공공기관 입장에서 추측한
소비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자신의 사회적 책임 활동 ⑤ ④ ③ ② ①
소비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다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적 효용 만족 을
극대화 시키는 소비를 한다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다
소비자는 신용소비사회에서 연체 체납 파산 등으로
신용불량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신용을 관리한다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다
소비자는 상품의 상징적 가치 소비를 통해 정서적 감각적
즐거움과 만족감 가 아닌 상품의 실용적 가치 제품 및
서비스의 편리함과 유익함 에 의해 소비한다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다
소비자는 체면 허세에 의한 과시소비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무조건적으로 유행과
트렌드를 따르는 동조소비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다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다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책임을
실천한다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다
소비자는 소비자가 상거래 질서 및 소비 자 윤리 등을
인지하고 준수한다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다
소비자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관심을 갖고 구매 및
사용한다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다
소비자는 아나바다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 쓰는 운동에
참여한다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다
소비자는 물 에너지 등 자원을 아끼고 절약한다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다
1)

.

2)

(

)

.

3)

/

,

.

4)

(

,

)

(

)

.

5)

/

.

6)

.

7)

.

8)

.

9)

(

)

.

10)

.

11)

(

/

/

/

)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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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기업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십시오
.

.

매우 그렇다

⑤

.

그렇다

--------------

④

보통이다

③

--------------

그렇지않다

--------------

②

전혀 그렇지않다

--------------

①

정부 및 공공기관 입장에서 추측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기업의 평가 ⑤ ④ ③ ② ①
기업은 소비자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평가할 것 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적 효용
만족 을 극대화 시키는 소비를 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신용소비사회에서 연체 체납 파산 등으로
신용불량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신용을 관리한다고 평가
할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상품의 상징적 가치 소비를 통해 정서적
감각적 즐거움과 만족감 가 아닌 상품의 실용적 가치
제품 및 서비스의 편리함과 유익함 에 의해 소비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체면 허세에 의한 과시소비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무조건적으로
유행과 트렌드를 따르는 동조소비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인지하고 행사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책임을 실천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상거래 질서 및 소비 자 윤리 등을 인지
하고 준수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관심을 갖고
구매 및 사용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아나바다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 쓰는
운동에 참여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물 에너지 등 자원을 아끼고 절약
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1)

.

2)

(

)

.

3)

/

,

.

4)

(

,

)

(

)

.

5)

/

.

6)

.

7)

.

8)

.

9)

(

)

.

10)

.

11)

(

/

/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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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다음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와 관련하여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

1.

.

정부 및 공공기관 입장에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 하
십니까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 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매우 중요하지 않다
? (

)

.

2.

정부 및 공공기관 입장에서 소비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 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매우 중요하지 않다

? (

)

.

3.

정부 및 공공기관 입장에서 현재 소비자교육 시행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관심 있다
② 관심 있다
③ 보통 이다
④ 관심 없다
⑤ 매우 관심 없다
? (

)

.

4.

5.

정부 및 공공기관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교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주관식

?

정부 및 공공기관 입장에서 소비자교육을 시행하는데 있어 전체의 합이
라
하였을 때 다음의 대상들이 각각 어떠한 비율로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이상적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및 공공기관
(
) %
+ 기업
(
) %
+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
(
) %
+ 소비자단체
(
) %
+ 학교
(
) %
+ 기타
(
) %
이상적인 소비자교육 달성
100 %
100%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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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 및 공공기관 입장에서 소비자가 소비자교육을 받기 위해 어느 정도의 교육
비를 투자할 의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십니까
① 만원 미만
② 만원 이상 만원 미만
③ 만원 이상 만원 미만
④ 만원 이상
⑤ 비용발생 시 소비자교육 희망 안함
⑥ 기타
? (

)

1
1

~ 5

5

~ 10

10

(

7.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잘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

)

.

8.

정부 및 공공기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활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
② 규정 및 규제에 관한 지원
③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참여 협조적 지원
④ 기업평가에 대한 혜택 지원
⑤ 기업 자체적인 활동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은 지원할 의사 없음
⑥ 기타
? (

)

/

(

9.

)

소비자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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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인구통계적 자료를 위한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기술
하거나 ✔표를 해주십시오
.

.

.

1.

2.

3.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 (

)

귀하의 연령은 만

세

?

귀하의 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업 미만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 재학 중 전문대 포함 ④ 대학 졸업 전문대 포함
⑤ 대학원 이상 대학원 재학 포함
? (

)

(

)

(

4.

5.

6.

7.

)

)

귀하의 결혼유무는
① 미혼 ② 기혼

? (

귀하의 소속기관은

(

)

?

귀하의 근무 년수는

년

?

귀하의 근무 부서와 직급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근무 부서
직급
,

: (

****

)

: (

바쁘신 중에도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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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 4]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영역별 세부항목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소비자

기업

정부
SD

전체
평균

3.97 .68866 3.94 .68578 3.47 .87575

3.88

1)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4.00 .74008 4.01 .76004 3.46 .97300
있는 합리적인 선택
2)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적 효용을 3.94 .75819 3.87 .80395 3.49 .94462
극대화시키는 소비

3.92

(2) 사회문화적 책임

3.87 .60905 3.48 .67391 2.67 .62601

3.52

4) 상품의 상징적 가치가 아닌 상품의 실용적 3.74 .75182 3.66 .75315 2.93 .85519
가치에 의한 소비
5) 체면/허세에 의한 과시소비 지양
3.88 .79684 3.34 .92666 2.41 .74229
6)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무조건적으로 4.01 .82663 3.44 .86645 2.68 .79716
유행과 트렌드를 따르는 동조소비 지양

3.58

(3) 시민적 책임

3.57 .72706 3.44 .76430 2.68 .79822

3.37

7)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3.48 .87947 3.48 .95085 2.58 .99771
권리를 인지하고 행사
8)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3.53 .87345 3.43 .85366 2.63 .95025
책임 실천
9) 상거래 질서 및 소비(자) 윤리 등을 인지 3.70 .75553 3.42 .81666 2.82 .82230
하고 준수

3.34

(4) 생태환경적 책임

3.44 .69491 3.36 .72415 2.87 .64909

3.32

10)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관심을 갖고 구매
및 사용
11) 아나바다 운동에 참여
12) 물, 에너지 등 자원을 아끼고 절약

3.49 .82053 3.39 .76937 3.06 .85519

3.38

3.15 .96208 3.22 .86912 2.73 .72701
3.69 .81566 3.48 .95085 2.82 .82230

3.11
3.46

집단 별 전체 평균

3.69 .50497 3.52 .58403 2.87 .53186

3.49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영역별
세부항목

(1) 경제적 책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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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M

SD

M

3.84

3.42
3.56

3.34
3.44

[부록 5] 소비자의 경제적 책임에 대한 세부항목별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 분석결과
(1) 합리적 선택
M
SD
소비자
4.00
.74008
기 업
4.01
.76004
1
t값 (MD)
-.133 (0.01)
기 업
4.01
.76004
객관적 2
정
부
3.46
.97300
일치도
t값 (MD)
4.362*** (0.55)
정 부
3.46
.97300
소비자
4.00
.74008
3
t값 (MD)
4.303*** (0.54)
소비자
4.00
.74008
.92421
1 소비자 추정 기업 2.99
t값 (MD)
12.885*** (1.01)
소비자
4.00
.74008
.86070
2 소비자 추정 정부 3.23
t값 (MD)
10.310*** (0.77)
기 업
4.01
.76004
.63555
3 기업 추정 소비자 3.91
t값 (MD)
1.832 (0.10)
주관적
일치도
기 업
4.01
.76004
3.28
.81677
4 기업 추정 정부
t값 (MD)
10.262*** (0.79)
정 부
3.46
.97300
3.21
.93164
5 정부 추정 기업
t값 (MD)
2.398* (0.25)
정 부
3.46
.97300
.76401
6 정부 추정 소비자 3.83
t값 (MD)
-3.096** (0.37)
소비자
4.00
.74008
.63555
1 기업 추정 소비자 3.91
t값 (MD)
1.377 (0.09)
소비자
4.00
.74008
.76401
2 정부 추정 소비자 3.83
t값 (MD)
1.659 (0.17)
기 업
4.01
.76004
.92421
3 소비자 추정 기업 2.99
*** (1.02)
t
값
(MD)
-12.114
정확도
기 업
4.01
.76004
3.21
.93164
4 정부 추정 기업
t값 (MD)
6.546*** (0.80)
정 부
3.46
.97300
3.28
.81677
5 기업 추정 정부
t값 (MD)
1.416 (0.18)
정 부
3.46
.97300
.86070
6 소비자 추정 정부 3.23
t값 (MD)
1.826 (0.23)
*P<.05
**P<.01
***P<.001
MD=|M1-M2|
측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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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용극대화 소비
M
SD
3.94
.75819
3.87
.80395
.960 (0.07)
3.87
.80395
3.49
.94462
3.031*** (0.38)
3.49
.94462
3.94
.75819
3.677*** (0.45)
3.94
.75819
3.12
.94342
10.113*** (0.82)
3.94
.75819
3.28
.84568
9.231*** (0.66)
3.87
.80395
3.82
.66829
.696 (0.02)
3.87
.80395
3.29
.83152
7.214*** (0.58)
3.49
.94462
3.28
.92014
1.710 (0.21)
3.49
.94462
3.97
.68663
-4.636*** (0.48)
3.94
.75819
3.82
.66829
1.679 (0.12)
3.94
.75819
3.97
.68663
-.273 (0.03)
3.87
.80395
3.12
.94342
-8.557*** (0.75)
3.87
.80395
3.28
.92014
4.782*** (0.59)
3.49
.94462
3.29
.83152
1.679 (0.20)
3.49
.94462
3.28
.84568
1.785 (0.21)

경제적 책임 전체
M
SD
3.97
.68866
3.94
.68578
.473 (0.03)
3.94
.68578
3.47
.87575
4.084*** (0.46)
3.47
.87575
3.97
.68866
4.367*** (0.50)
3.97
.68866
3.05
.85477
12.599*** (0.92)
3.97
.68866
3.25
.78617
10.697*** (0.72)
3.94
.68578
3.86
.57257
1.424 (0.08)
3.94
.68578
3.29
.76079
9.686*** (0.65)
3.47
.87575
3.25
.89024
2.250* (0.22)
3.47
.87575
3.90
.69551
-4.297*** (0.43)
3.97
.68866
3.86
.57257
1.698 (0.11)
3.97
.68866
3.90
.69551
.751 (0.07)
3.94
.68578
3.05
.85477
-11.453*** (0.89)
3.94
.68578
3.25
.89024
5.996*** (0.69)
3.47
.87575
3.29
.76079
1.747 (0.18)
3.47
.87575
3.25
.78617
2.024* (0.22)

[부록 6] 소비자의 사회문화적 책임에 대한 세부항목별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 분석결과
(1) 실용적 가치에
의한 소비
M
SD
소비자
3.74 .75182
기 업
3.66 .75315
t값 (MD)
1.063 (0.08)
기 업
3.66 .75315
정 부
2.93 .85519
t값 (MD)
6.816*** (0.73)
정 부
2.93 .85519
소비자
3.74 .75182
t값 (MD)
7.574*** (0.81)
소비자
3.74 .75182
소비자 추정 기업 2.98 .97176
t값 (MD)
9.657*** (0.76)
소비자
3.74 .75182
소비자 추정 정부 3.08 .84340
t값 (MD)
8.449*** (0.66)
기 업
3.66 .75315
기업 추정 소비자 3.76 .70160
t값 (MD)
-1.906 (0.10)
기 업
3.66 .75315
기업 추정 정부 3.25 .81906
t값 (MD)
5.867*** (0.11)
정 부
2.93 .85519
정부 추정 기업 2.84 1.00928
t값 (MD)
.695 (0.0.9)
정 부
2.93 .85519
정부 추정 소비자 3.54 .72727
t값 (MD)
-5.370*** (0.39)
소비자
3.74 .75182
기업 추정 소비자 3.76 .70160
t값 (MD)
-.344 (0.02)
소비자
3.74 .75182
정부 추정 소비자 3.54 .72727
t값 (MD)
1.884 (0.20)
기 업
3.66 .75315
소비자 추정 기업 2.98 .97176
t값 (MD)
-7.822*** (0.68)
기 업
3.66 .75315
정부 추정 기업 2.84 1.00928
t값 (MD)
6.256*** (0.82)
정 부
2.93 .85519
기업 추정 정부 3.25 .81906
t값 (MD)
-2.810** (0.32)
정 부
2.93 .85519
소비자 추정 정부 3.08 .84340
t값 (MD)
-1.326 (0.15)
**P<.01
***P<.001

측정요소
1
객관적
일치도

2
3
1
2

주관적
일치도

3
4
5
6
1
2

정확도

3
4
5
6

*P<.05

MD=|M1-M2|

(2) 과시소비
지양
M
SD
3.88 .79684
3.34 .92666
6.306*** (0.54)
3.34 .92666
2.41 .74229
8.538*** (0.93)
2.41 .74229
3.88 .79684
13.772*** (1.47)
3.88 .79684
2.49 1.00246
15.611*** (1.39)
3.88 .79684
2.83 .90842
12.614*** (1.05)
3.34 .92666
3.63 .84578
-3.696*** (0.29)
3.34 .92666
3.04 .90946
3.653*** (0.30)
2.41 .74229
2.38 .86007
.266 (0.03)
2.41 .74229
3.54 .85051
-9.296*** (0.13)
3.88 .79684
3.63 .84578
3.043** (0.25)
3.88 .79684
3.54 .85051
3.038** (0.34)
3.34 .92666
2.49 1.00246
-8.806*** (0.85)
3.34 .92666
2.38 .86007
7.691*** (0.96)
2.41 .74229
3.04 .90946
-5.341*** (0.63)
2.41 .74229
2.83 .90842
-3.533***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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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조소비
지양
M
SD
4.01 .82663
3.44 .86645
6.672*** (0.57)
3.44 .86645
2.68 .79716
6.550*** (0.76)
2.68 .79716
4.01 .82663
11.833*** (1.33)
4.01 .82663
2.57 .96906
15.191*** (1.44)
4.01 .82663
2.90 .88539
12.586*** (1.11)
3.44 .86645
3.62 .76636
-2.581* (0.18)
3.44 .86645
3.19 .86466
3.354** (0.25.)
2.68 .79716
2.36 .93552
2.697** (0.32)
2.68 .79716
3.52 .81836
-7.138*** (0.84)
4.01 .82663
3.62 .76636
4.830*** (0.39)
4.01 .82663
3.52 .81836
4.342*** (0.49)
3.44 .86645
2.57 .96906
-9.465*** (0.87)
3.44 .86645
2.36 .93552
8.881*** (1.08)
2.68 .79716
3.19 .86466
-4.359*** (0.51)
2.68 .79716
2.90 .88539
-1.823 (0.22)

사회문화적 책임
전체
M
SD
3.87 .60905
3.48 .67391
6.176*** (0.39)
3.48 .67391
2.67 .62601
8.909*** (0.81)
2.67 .62601
3.87 .60905
14.332*** (1.20)
3.87 .60905
2.68 .84888
16.403*** (1.19)
3.87 .60905
2.93 .74952
14.032*** (0.94)
3.48 .67391
3.67 .62646
-3.695*** (0.19)
3.48 .67391
3.16 .74870
5.284*** (0.32)
2.67 .62601
2.53 .80649
1.580 (0.14)
2.67 .62601
3.53 .69750
-8.812*** (0.86)
3.87 .60905
3.67 .62646
3.291** (0.20)
3.87 .60905
3.53 .69750
3.918*** (0.34)
3.48 .67391
2.68 .84888
-10.438*** (0.80)
3.48 .67391
2.53 .80649
9.737*** (0.95)
2.67 .62601
3.16 .74870
-4.948*** (0.49)
2.67 .62601
2.93 .74952
-2.671** (0.26)

[부록 7] 소비자의 시민적 책임에 대한 세부항목별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 분석결과
(1) 소비자의 권리
인지 및 행사
M
SD
소비자
3.48 .87947
기 업
3.48 .95085
t값 (MD)
.000 (0.001)
기 업
3.48 .95085
정 부
2.58 .99771
t값 (MD)
6.762*** (0.90)
정 부
2.58 .99771
소비자
3.48 .87947
t값 (MD)
7.141*** (0.90)
소비자
3.48 .87947
소비자 추정 기업 2.94 .85182
t값 (MD)
7.370*** (0.54)
소비자
3.48 .87947
소비자 추정 정부 3.12 .87143
t값 (MD)
4.420*** (0.36)
기 업
3.48 .95085
기업 추정 소비자 3.59 .71023
t값 (MD)
-1.726 (0.11)
기 업
3.48 .95085
기업 추정 정부 3.25 .86093
t값 (MD)
2.941** (0.23)
정 부
2.58 .99771
정부 추정 기업 2.90 .98833
t값 (MD)
-2.558** (0.32)
정 부
2.58 .99771
정부 추정 소비자 3.05 .97026
t값 (MD)
-4.283*** (0.47)
소비자
3.48 .87947
기업 추정 소비자 3.59 .71023
t값 (MD)
-1.376 (0.11)
소비자
3.48 .87947
정부 추정 소비자 3.05 .97026
t값 (MD)
3.438** (0.43)
기 업
3.48 .95085
소비자 추정 기업 2.94 .85182
t값 (MD)
-5.927*** (0.54)
기 업
3.48 .95085
정부 추정 기업 2.90 .98833
t값 (MD)
4.383*** (0.58)
정 부
2.58 .99771
기업 추정 정부 3.25 .86093
t값 (MD)
-5.375*** (0.67)
정 부
2.58 .99771
소비자 추정 정부 3.12 .87143
t값 (MD)
-4.021*** (0.54)
**P<.01
***P<.001

측정요소
1
객관적 2
일치도
3
1
2
주관적
일치도

3
4
5
6
1
2

정확도

3
4
5
6

*P<.05

MD=|M1-M2|

(2) 소비자의 책임
실천
M
SD
3.53 .87345
3.43 .85366
1.158 (0.10)
3.43 .85366
2.63 .95025
6.644*** (0.80)
2.63 .95025
3.53 .87345
7.357*** (0.90)
3.53 .87345
2.90 .85654
8.963*** (0.63)
3.53 .87345
3.09 .91661
5.213*** (0.44)
3.43 .85366
3.56 .72735
-2.219* (0.13)
3.43 .85366
3.19 .87621
3.088** (0.24)
2.63 .95025
2.57 .88062
.600 (0.06)
2.63 .95025
3.06 .96218
-3.510** (0.43)
3.53 .87345
3.56 .72735
-.373 (0.03)
3.53 .87345
3.06 .96218
3.759*** (0.47)
3.43 .85366
2.90 .85654
-6.198*** (0.53)
3.43 .85366
2.57 .88062
7.260*** (0.86.)
2.63 .95025
3.19 .87621
-4.567*** (0.56)
2.63 .95025
3.09 .91661
-3.673***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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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거래 질서
소비자윤리 준수
M
SD
3.70 .75553
3.42 .81666
3.623*** (0.28)
3.42 .81666
2.82 .82230
5.346*** (0.60)
2.82 .82230
3.70 .75553
8.022*** (0.88)
3.70 .75553
2.98 .93486
9.844*** (0.72)
3.70 .75553
3.11 .91767
7.504*** (0.59)
3.42 .81666
3.69 .73935
-4.436*** (0.27)
3.42 .81666
3.24 .80974
2.458* (0.18)
2.82 .82230
2.65 .83698
1.757 (017.)
2.82 .82230
3.52 1.05554
-5.995*** (0.70)
3.70 .75553
3.69 .73935
.201 (001.)
3.70 .75553
3.52 1.05554
1.370 (0.18)
3.42 .81666
2.98 .93486
-5.013*** (0.44)
3.42 .81666
2.65 .83698
6.782*** (0.77)
2.82 .82230
3.24 .80974
-3.760*** (0.42)
2.82 .82230
3.11 .91767
-2.358* (0.29)

시민적 책임
전체
M
SD
3.57 .72706
3.44 .76430
1.720 (0.13)
3.44 .76430
2.68 .79822
7.214*** (076)
2.68 .79822
3.57 .72706
8.730*** (0.89)
3.57 .72706
2.94 .80231
10.279*** (0.63)
3.57 .72706
3.10 .81645
6.615*** (0.47)
3.44 .76430
3.61 .63090
-3.575*** (0.17)
3.44 .76430
3.22 .76769
3.284** (0.22)
2.68 .79822
2.71 .76035
-.399 (0.03)
2.68 .79822
3.21 .90841
-5.329*** (0.53)
3.57 .72706
3.61 .63090
-.612 (0.04)
3.57 .72706
3.21 .90841
3.023** (0.36)
3.44 .76430
2.94 .80231
-6.403*** (0.50)
3.44 .76430
2.71 .76035
7.004*** (0.73)
2.68 .79822
3.22 .76769
-5.149*** (0.54)
2.68 .79822
3.10 .81645
-3.856*** (0.42)

[부록 8] 소비자의 생태환경적 책임에 대한 세부항목별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상호지향성 분석결과
(1) 친환경제품 (2) 아나바다 운동
구매 및 사용
참여
M
SD
M
SD
소비자
3.49 .82053 3.15 .96208
기 업
3.39 .76937 3.22 .86912
t값 (MD)
1.194 (0.10)
-.709 (0.07)
기 업
3.39 .76937 3.22 .86912
정 부
3.06 .85519 2.73 .72701
t값 (MD)
3.011** (0.33) 4.213*** (0.49)
정 부
3.06 .85519 2.73 .72701
소비자
3.49 .82053 3.15 .96208
t값 (MD)
3.714*** (0.43) 3.812*** (0.42)
소비자
3.49 .82053 3.15 .96208
소비자 추정 기업 3.17 .85131 2.76 .84616
t값 (MD)
4.251*** (0.32) 5.291*** (0.39)
소비자
3.49 .82053 3.15 .96208
소비자 추정 정부 3.18 .83321 3.02 .86216
t값 (MD)
3.771*** (0.31) 1.756 (0.13)
기 업
3.39 .76937 3.22 .86912
기업 추정 소비자 3.57 .79262 3.44 .83660
t값 (MD)
-3.099** (0.18) -3.732*** (0.22)
기 업
3.39 .76937 3.22 .86912
기업 추정 정부 3.26 .84616 3.24 .85359
t값 (MD)
2.107* (0.13) -.367 (0.02)
정 부
3.06 .85519 2.73 .72701
정부 추정 기업 3.10 .85897 2.68 .74306
t값 (MD)
-.402 (0.04)
.542 (0.05)
정 부
3.06 .85519 2.73 .72701
정부 추정 소비자 3.30 .84467 3.20 .81580
t값 (MD)
-2.161* (0.24) -4.865*** (0.47)
소비자
3.49 .82053 3.15 .96208
기업 추정 소비자 3.57 .79262 3.44 .83660
t값 (MD)
-.992 (0.08) -3.161** (0.29)
소비자
3.49 .82053 3.15 .96208
정부 추정 소비자 3.30 .84467 3.20 .81580
t값 (MD)
1.668 (0.19)
-.431 (0.05)
기 업
3.39 .76937 3.22 .86912
소비자 추정 기업 3.17 .85131 2.76 .84616
t값 (MD)
-2.773** (0.22) -5.363*** (0.46)
기 업
3.39 .76937 3.22 .86912
정부 추정 기업 3.10 .85897 2.68 .74306
t값 (MD)
2.628** (0.29) 4.672*** (0.54)
정 부
3.06 .85519 2.73 .72701
기업 추정 정부 3.26 .84616 3.24 .85359
t값 (MD)
-1.650 (0.20) -4.496*** (0.51)
정 부
3.06 .85519 2.73 .72701
소비자 추정 정부 3.18 .83321 3.02 .86216
t값 (MD)
-1.015 (0.12) -2.474 * (0.29)
**P<.01
***P<.001

측정요소
1
객관적 2
일치도
3
1
2
주관적
일치도

3
4
5
6
1
2

정확도

3
4
5
6

*P<.05

MD=|M1-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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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연자원 생태환경적 책임
절약
전체
M
SD
M
SD
3.69 .81566 3.44 .69491
3.48 .95085 3.36 .72415
2.427* (0.21) 1.151 (0.08)
3.48 .95085 3.36 .72415
2.82 .82230 2.87 .64909
5.605*** (0.66) 5.065*** (0.49)
2.82 .82230 2.87 .64909
3.69 .81566 3.44 .69491
7.811*** (0.87) 6.102*** (0.57)
3.69 .81566 3.44 .69491
2.95 .84918 2.96 .68855
10.021*** (0.64) 8.340*** (0.48)
3.69 .81566 3.44 .69491
3.00 .91882 3.06 .72160
8.69*** (0.69) 5.840*** (0.38)
3.48 .95085 3.36 .72415
3.65 .82424 3.55 .69317
-2.842** (0.17) -4.37*** (0.19)
3.48 .95085 3.36 .72415
3.15 .89722 3.22 .75941
4.204*** (0.33) 2.606* (0.14)
2.82 .82230 2.87 .64909
2.68 .81440 2.82 .70297
1.454 (0.14)
.689 (0.05)
2.82 .82230 2.87 .64909
3.52 .86778 3.34 .73906
-6.465*** (0.70) -5.721*** (0.47)
3.69 .81566 3.44 .69491
3.65 .82424 3.55 .69317
.488 (0.04)
-1.561 (0.11)
3.69 .81566 3.44 .69491
3.52 .86778 3.34 .73906
1.537 (0.17)
1.078 (0.10)
3.48 .95085 3.36 .72415
2.95 .84918 2.96 .68855
-5.879*** (0.53) -5.732*** (0.40)
3.48 .95085 3.36 .72415
2.68 .81440 2.82 .70297
6.816*** (0.80) 5.480*** (0.54)
2.82 .82230 2.87 .64909
3.15 .89722 3.22 .75941
-2.774** (0.33) -3.431** (0.35)
2.82 .82230 2.87 .64909
3.00 .91882 3.06 .72160
-1.456 (0.18) -1.993* (0.19)

ABSTRACT

The Differences of Perceptions among
Consumers, Corporations and Government
on the Consumers' Social Responsibility
Kim, Hye Yeon
Departmen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The fulfillment of consumers’ social responsibility relies on whether
consumers properly react to the social expectations. In other words, it
indicates that consumers and the stakeholders evaluate the degree of
consumers’ socially responsible activities. Thus, in order to promote
social responsibilities, it is important to evaluate contemporary
consumers’ socially responsible activities and examine the stakeholders’
perceptions of them.
Accordingly, this research Is aimed at finding co-orientation; the
conformity between perceptions and assumptions of consumers’ social
responsibility between the agent–consumers; and the stakeholders corporations and government. Moreover, the study also attempted to
evaluate socially responsible activities of contemporary consumers an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improving consumers’ socially responsible
activities that will reduce the gap between perceptions of consumers
and stakeholders and promote positive perceptions.
The major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perceptions of consumers’ socially responsible activities in general was
from high to low in the order of consumers, corpora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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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s for co-orientation between groups, consumers did not
have an accurate understanding on the perceptions of stakeholders –
corporations and government; and they were also unaware of how
they were perceived by the stakeholders. On the other hand,
corporations exactly understood the perceptions of consumers while
misunderstanding those of government. Government, similarly to
consumers, neither understood perceptions of the stakeholders nor
recognized how other two groups perceived it.
Second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temized perceptions of
promoting consumers’ socially responsible activities, all three groups
had high recognitions of the importance of consumers’ socially
responsible activities as well as consumer education in the order of
government, consumer, and corporations;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each group in statistics. In addition, all
three groups perceived the role of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as the most important for effective consumer education; and the efforts
of consumers themselves were also highlighted. Answering how well
corporate socially responsible activities are performed in a
“consumer-oriented” way and how government is working to support
socially responsible activities of consumers and corporations, all groups
showed low perceptions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 few implic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establish consumer polices indicating
consumers’ social responsibilities, specific guidelines for role
performance and socially agreed evaluation standards. Also, proper
regulation plans should be prepared through discussions and
agreements between concerned parties and stakeholders for flexible and
cooperative applications of the policies.
Secondly, an official cooperative communication system needs to be
- 154 -

established to promote co-orientation among consumers, corporations
and government; and constant interactions and feedbacks are necessary
for the open management.
Thirdly, an organized promotion using various types of media is
requested to inform the majority of unorganized consumers of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consumers and to encourage their social
activities.
Fourthly, in order to enhance consumers’ social responsibilities,
systematic discussions and implementation plans on “by who and how”
consumer education will be performed are necessary. Also, the
contents of consumer education should be specified according to its
conducting party.
Finally, consumers, corporations and government should fulfill their
own roles and responsibilities through active communications;
eventually, the social responsibilities are not to be carried out by
independent parties but performed by our generation in the whol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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